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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인의 결혼가치관의 성별 세대별 
교육수준별 차이 연구: 2015년 

한국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압축된 산업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급속한 경제적 정치적 변동과 

같이 사람의 일상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국에서도 제2차 인구학적 

변동이론에 맞게 경제발전으로 인한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추구 와 전통적 

가치체제로부터의 탈피에서 이어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의 규범성을 도전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바로 저출산 현상이다. 

이어서 혼인비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 동거율 증가, 이혼율 증가, 조기 이혼, 

재혼율 저하 등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과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의 전파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보았다. 유럽의 제2차 

인구변천과 달리 혼외출산과 동거는 한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혼과 이혼의 시대를 맞아들이었다. 결혼이 여전히 가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므로 결혼가치관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별이 인구학적 변인으로서 

차이가 큰 것으로 짐작했다(은기수, 2001). 기존연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결혼의 기회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결혼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혼,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지닐 주장이 있다. 동거는 비혼과 이론과 

달리 더 복잡하다.  구체적인 결혼이란 규범에서 벗어날 때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동거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거라고 주장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태도는 성별, 세대별, 

교육수준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본문에서 성, 세대,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OLS회귀분석과	서열로짓분석을 통해	연구해	봤다.	

결국 예상과 달리 많은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첫째, 성별로 본다면 

남성보다 여성은 비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확인되었으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라 세대와 결혼가치관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맺었으며 비혼이나 

동거나 이혼이나 노년층은 중년층보다 부정적인 것은 틀림없다. 단지, 

20~79세의 응답자 가운데 결혼가치관이 가장 긍정적인 세대는 30대로 뽑는다. 

즉, 더 젊은 20대가 30대보다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비혼과 이혼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지닌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수준은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것보기에 

교육수준으로 인한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교육수준의 

차이때문인 것이 아니라 세대 차이가 작용한 것이다. 

 
주요어: 결혼가치관, 성별, 세대, 교육수준, 제2차 인구변천	
학		번:	2016-2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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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2 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도 가족 단위의 변화는 

사회변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압축된 산업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급속한 경제적 정치적 변동과 같이 사람의 일상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21 세기초부터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혼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등은 가족의 현실을 진단함에 있어 

“위기인가 혹은 재구조화인가’라는 논쟁을 촉발시켰다(안호용, 김흥주, 

2000).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단계인 결혼과 결혼에 관한 가치관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유교문화와 그에 기반한 가족중심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녀왔다(박통희, 2004). 21 세기초에 

들어도 아직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결국 결혼하게 되는 보편혼으로서의 성격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은기수, 2001). 그러나 한국 사회는 꼭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 가치규범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그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비혼, 동거, 이혼 등에 대한 선택의 

증가가 바로 전통 혼인제도의 쇠퇴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혼인과 가정의 발전은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과정을 겪어서 나선식으로 

전진해 온 것이다.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이 가정과 혼인 형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혼인과 가정의 발전 과정은 획일적이지는 않았다. 어떠한 혼인과 

가족의 형태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바꿔가는 

것이다. 

    현실은 이제 한국 전체가구수중에 1/4이상이 1 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과 동거의 경우에는 혼인건수의 감소와 조혼인율의 

하강에서 엿보인다. 1996 년에 비해 20 년이 지난 후의 2016 년에 

총혼인건수는 43.5만에서 28.2만으로, 조혼인율은 9.4에서 5.5 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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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 추세를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이혼의 경우에 총이혼건수는 8.0만에서 

10.7만으로, 조이혼율은 1.7에서 2.1 로 증가했다(통계청, 2017). 단지 평균 

이훈 연령이 지속적으로 조가화되었는데 2003 년에 조이혼율이 3.4% 

주준에서 정상에 이르며, 그후에 미세한 하락세로 보이나, 근년내 조이혼율이 

크게 변화없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동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2000 년대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대중매체들이 

전했다(이연주, 2008; 노원명, 2005; 박은경, 2001; 신민섭 2007; 유지영, 

2005; 이상균, 2007; 이태수, 2004). 한국에서도 제 2 의 인구학적 

변동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맞게 

경제발전으로 인한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추구 와 전통적 가치체제로부터의 

탈피에서 이어 가족과 결혼에 대한 태도가 회피해지는 성향이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제 2 차 인구변천에 출산율의 감소와 결혼 나이의 지연에 따라 

동거 현상이 피할 수 없이 급히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유럽과 달리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가 주목받았으나 동거는 아직 흔한 현상으로 보지는 않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개념보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에 대한 부정적인 전통 관념을 가지고 있다. 동거는 자꾸 진보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닌 젊은 층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본다. 몇년전에 

청년의 실업률이 지속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거대한 압력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 다 포기한 N포세대가 주목받았다. 결혼 가치관의 역할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규범 및 가치관으로서 시대 및 사회적인 신분 및 계급적 

관계가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정윤경 외, 1997).  

    21 세기초에는 한국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성, 연령,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짐작했다(은기수, 2001). 10 여년이 지나고 결혼가치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세대, 교육수준을 나누어 다시 보면 차이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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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지, 이 차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이 지식과 사상의 전파에 좋은 환경을 

마련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인터넷으로 가장 진보적인 사상과 

이념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관이 과거보다 쉽게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성별, 세대, 교육수준에 따른 현재 한국인의 

결혼가치관이 어떤 모습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가치관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령 세대별에 

따라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지를,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논의할 것이다. 2015 년 

가족실태조사 중에 결혼에 관해 비혼, 동거, 이혼을 문의하는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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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연구 

    2.1 결혼가치관의 이해 및 이론적인 틀 

2.1.1 결혼가치관의 정의와 이해 

    혼인은 일종의 자연 관계이며 남녀 양성의 신체적 결합이자 일종의 사회적 

관계다. 인류학자 윌리엄 스티븐은 혼인은 사회에서 합법적인 성의 

결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공공적인 선고로부터 시작하며, 일부의 

공통적인 사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배우자 간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간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양성적인 신체적 결합은 결혼의 본질의 

주요 형태이다. 생리와 심리적 발전에 대한 요구는 혼인의 기초와 속성이다. 

그런데 결혼의 사회적 속성은 결혼의 본질이다. 결혼이란 결합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게 해서 결혼에 대한 선택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인 

경향이 강하다. 혼인 제도의 진화는 생산력, 사회 체제, 경제 생활, 그리고 

자연의 선택과 혼인 형태, 혼인 관계 간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 

혼인은 가족의 기초와 근거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성립의 표징이기도 한다. 

이제 혼인과 가족 사이에 아직도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므로 한국에서 

1 인가구의 증가함으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하여 가족과 결혼에 관해 

사람들의 관념도 점점 바뀌어 왔다. 

    은기수(2005)가 가족가치관(family value)에 관해 “결혼, 동거, 이혼, 

부부의 성역할분업 및 성 등에 관한 가치나 태도”라 총칭하고 정의했다. 

결혼가치관(marriage value)이란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향 

하는 규범 및 가치관”이라고 정의한다(김진희,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가치관은 결혼, 이혼, 만혼, 비혼, 동거 등 혼인에 관한 가치와 관념이다. 

결혼은 최근에 저출산의 중요원인으로 언급되면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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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으면서(김정석, 2006) 결혼에 관한 만혼, 비혼 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이슈나 가족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검토했다. 기존의 

결혼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대체로 결혼의 동기나 목적, 배우자 

선택조건 및 방법, 결혼과정 및 결혼 후 생활계획을 비롯해 결혼관을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다(김진희, 2014). 탈제도화의 결혼 

행위에 관하여 혼인에 들어가지 않는 비혼과 동거, 혼인 상태에서 떠나가는 

이혼과 함께 보고 그에 관한 가치관의 토론이 부족하다. 본문에서 

결혼가치관이란 독신이나 커플간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 비혼(non-

marriage), 결혼이 필수 아닌 커플끼리 같이 사는 동거(cohabitation), 혼인 

생활을 접고 마감하는 이혼(divorce)에 관한 가치관이다. 자녀관이나 

결혼생활이 등 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본문에 포함하지 않다.  

   비혼이라는 용어는 “여성주의공동체를 중심으로 먼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혼’ 또는 ‘독신’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강은영 외, 

2010). 본문에서 사용한 비혼은 독신이란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장휘숙(1995)은 독신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유동적 독신, 결혼을 원하는 독신, 영구적 독신(독신주의자), 독신을 

후회하는 사람들 4가지로 분류했는데 본문에서 비혼은 독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동적 독신과 영구적 독신의 편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자와 기혼자 사이에 무형의 거리가 있어 인간관계적 비혼은 사람을 

하여금 불리의 처지에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동거란 결혼식 유무에 관계없이 이성 및 동성 간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기거, 공동 취사, 성육 충족 및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며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다(김영희 외, 2013). 따라서 동거는 

라이너스 담요형, 자유추구형, 편리추구형, 실험형 등 몇 가지 유형으로 

구추된다(Ridley, C. 외, 1978). 라이너스 담요형은 약한 한쪽이 의족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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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서 다른 강한 한쪽에 기대하고 심지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유추구형은 보통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편리추구형은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여성이 대신에 집안일을 하게 

되는 주고받는 관계이다. 실혐형의 동거는 결혼전의 단계로 볼 수 있는 

결혼을 실험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독신의 증가를 견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혼외동거의 증가를 꼽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여봉, 

2013). 그러나 동거는 가족제도의 일부라 보면 혼인과 가족에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비동거를 택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혼전동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이연주 2008; Casper and Bianchi, 2002; Raley, 2000; 

Seltzer, 2004; Smock, 2000).  

    1970 년대 이후 서양 사회의 동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970 년에는 약 50 만쌍의 동거 커플에 

불과했고, 2010 년에는 동거 커플은 760만쌍으로 늘었다(U. S Bureau of 

Census，2011). 미국의 전국 가족 성장 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의 결과에 의해 연구자들은 미국의 동거 경험이 있는 19~44세 여성 

비율이 1987년의 33%에서 2010 년의 6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서구 나라에서는 절반 이상의 45 세 이하 여성이 동거 경험이 

있다(Heuveline and Timberlake, 2004). 동거의 보편화는 과거처럼 초혼 

연령과 이혼율만 따지면 성인 간의 친밀성을 형성은 사간과 발생률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다. 동거는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결혼보다는 동거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Heuveline과  Timberlake(2004)가 17개 서구 나라를 

연구대상으로 발견한 결과에 따르면, 동거 기간이 가장 길었던 나라는 중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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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년의 프랑스이였고, 그 중 가장 짧게 진행된 나라는 중위수 1.17년의 

미국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Raymo 등의 연구(2009)는 일본의 동거 

지속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21 개월이다. Bumpass와 Lu(2000)는 미국에서 

동거관계를 형성한 후 5 년간 55%의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고, 40%가 동거를 

끝냈고, 단지 1/6 의 사람이 3년 이상 동거했으며 1/10 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5 년 이상 동거했다고 밝혔다. 또 동거가 결혼으로 전환하는 성공률도 

사회따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80%의 동거커플은 혼인에 

들어가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 비율이 36. 1%밖에 없다. 이는 서양과 

아시아 사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거는 안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내린다. 

즉, 동거관계를 가진 일부 동거 커플은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가족 관계를 

택하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커플은 동거 관계를 끝내는 것을 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혼동거란 것은 아직 광범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제도적 탈규범적인 행위라고 본다. 한국사회의 경우 “소수가 

선택하는 비주류적 동거”, “대학생들의 동거로 대표되는 독신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 그리고 “결혼과정의 일부”로서의 동거가 

대부분이다(김두섭 외, 2005).  

    이혼은 법적으로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나누어 본다. 불행의 

혼인에서 벗어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혼하는 사람을 비정상적이고, 

미성숙하며, 자기애가 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존재한다(김영희 외, 2013). 

 

2.1.2 제 2 차 인구변천이론 

    인구변천이란 개념은 18 세기와 19세기에 유럽에서부터 발생한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에 이어서 20 세기 후반기에 전세계 반 이상의 나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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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다. 제 2 차 인구변천이론은 출산율의 변화를 이념적 가치관적인 

변동을 주요 변인으로 제시했다(van de Kaa, 1997). 제 1 차 인구변천이론은 

만혼과 비혼을 바탕으로 오래 된 맬더스(Malthusian) 인구설 중에 "예방 

점검"의 점진적인 약화로 특징을 지어진다. 제 1 차 인구변천 기간에 초혼 

연령은 낮아지며 결혼 비율은 증가했다. 또한 동거와 혼외 출산은20세기까지 

결혼하지 않는 커플의 증가에 따라 주류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제 1 차 

인구변천 동안 출산은 여전히 결혼 후의 행위이며, 피임은 주로 나이가 드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고 있었고,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비율은 아직 높지 

않았다.  

    1960 년대 중반 이래 유럽에서는 결혼과 출산, 가족의 패턴에 관해 삶의 

양식은 제 1 차 인구변천과 완전히 반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음과 같은 

변화로 볼 수 있다. (1)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제 2 차세계대전 후의 

“베이비 붐”이 지나서, 1960 년대 중반부터 일부 유럽 국가의 출산율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추세를 보이었다. 1960 년부터 20 세기 말까지 유럽의 

합계출산율은 2.5 이상에서부터 1.42 로 떨어졌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초저출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북유럽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7)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유럽, 남유럽, 서유럽은 각각 1.29, 1.33, 1.52 로 

떨어졌다. (2)출산과 결혼의 무관계성: 전통 사회에서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이니 출산과 결혼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제 2 차 인구변천 과정에서 유럽 국가 가운데 이런 연결성은 거의 끊어지며 

혼외출산은 보편화되었다. 1960 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비혼 출산의 

비율은 6%밖에 없었으나, 2010 년에는 그 비율은 54.97%, 46.89%로 대폭 

상승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혼외 출산은 심지어 출산의 주류 패턴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의 혼외출산율은 64.34%, 에스토니아는 

59.14%, 슬로베니아는 55.68%, 프랑스는 54.97%, 노르웨이는 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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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는 54.16%, 불가리아는 54.16%로 총 출산 중에 반 이상을 넘었다. 

(3)비혼과 이혼의 시대: 출산 패턴이 변화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혼인의 

패턴도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혼인비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 이혼율 증가, 

조기 이혼 등 현상이 점점 드러났다. 30~34세 여성 인구의 경우, 미혼 비율은 

1970 년 8~17%에서 2006 년 22%로 높아졌다. 1970~2009년 간에 EU 

27개국의 조결혼율은 7.9 ‰에서 4.5 ‰로 줄었고, 혼인 건수는 34% 줄었다. 

반면에 조이혼율은 1 ‰에서 2 ‰로 높아졌다. (4)동거의 유행: 결혼과 가족의 

불안정해짐에 따라 유럽에서 “가족의 소멸” 예상까지 나타났다. 단지, 결혼을 

대신하는 동거는 다른 생활방식으로 유행이 되었다. 동거는 원래 달전통적 

탈규범적 행위로 간주되어 있었지만, 이제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쉽게 보이는 

현상이며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1998 년에 북유럽 국가, 오스트리아와 독일, 

벨기에와 프랑스 16~29세에서 동거한 비율은 각각 30~35%, 35%~41%, 

53~56%의 수준이었다(Caldwell, 2008).  

    이상의 인구적인 거대한 변화가 제 1 차 인구변천에서 나온 현상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인구변천이론, 즉, 제 2 차 인구변천이론은 

제시되었다. 제 2 차 인구변천이론이란 개념은 1960 년대 후반 북서 유럽에서 

시작된 출산력, 가족형성, 배우자 행위 등의 변화 등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산업화된(post-industrial) 국가가 출산력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혼과 가정, 출산 패턴의 변화에 근거하여 유럽 국가의 인구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제시했다. 유럽에서 제 2 차 인구변천이 시작하여 여러가지 혁명적인 

변화는 발생했다. 첫 번째로는 피임 도구의 도입으로 인한 “피임 혁명”이다. 

두 번째로는 최초로 성을 접촉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성 혁명”이다. 셋 

번째로는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비롯한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에 의문에 

관한 “젠더 혁명”이다. 이런 혁명은 권위를 거부하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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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는 특징을 띤다. 결과, 부모가 되는 연령이 증가하게 되고, 이혼으로 

인해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하게 되고, 무자녀 부모가 증가하고, 

다출산 가정이 감소해지며, 결국 출산율저하의 현상이 피할 수 없이 드러났다. 

제 2 차 인구변천이론과 제 1 차 인구변천에 비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치관의 변동이다. Inglehart 는 1960 년대부터의 

근대화(modernization)에서 후기의 근대화(post-modernization)로 

전환하는 가치관 변동을 “무성의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 

했다(Inglehart, 1977, 1997; van de Kaa, 1998). 이는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다른 결정 요인보다 사람의 행위는 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결정됨을 

알려준다. 국제사회에서 아직 제 2 차 인구변천이론에 대해 논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국가의 외래 이민자 및 민족 구성원의 변화는 

제 3 차 인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는 제 3 차 인구변천이론조차 

제시되었다(D. Coleman, 2006). 

    Coale(1973)는 출산율 변천의 전제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 RWA모형을 

제시했다. RWA모형의 가설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사람의 출산 행위는 바뀐다. 첫째, 

준비(readiness)조건이란 이해득실을 따져 보는 것이다. 즉, 오직 행동의 

이익이 투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의지(willingness)조건이란 사람의 행위 선택은 문화적, 종교적 

관습, 사회 여론과 도덕성, 정책과 법률 등에 대한 수용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능력(ability)조건은 이 행위의 실현을 지원하는 기술 조건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Lesthaeghe R.과 Vanderhoeft C.(2001)는 

RWA모형에 더해 보충과 개선을 했다. (1)3가지 조건은 동시에 존재해야만 

사람들의 행위는 바뀐다. (2)3가지 조건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가 상당히 국한된 상태이오니 R, W, A는 교육, 도시주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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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이 3가지 조건은 “weak-link rule” 

규칙에 의해 작용한다. 즉, R, W, A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은 출산 규정 

채택의 최종 속도를 결정한다. 또한, 어떤 한 조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조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강압적인 가족계획 

프로그램(family planning program)은 바로 R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W와 

A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4)이 3가지 전제 조건은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위가 바뀌는 

속도와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동시에 RWA모형을 통해 “경제와 문화의 

대결”을 피하면서 경제적과 비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새 행위 방식의 변천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RWA모형은 출산율의 변화 뿐만 아니라 결혼, 가정과 

관련한 인구학적인 행위, 예를 들어, 동거, 이혼, 독신 등에 대한 분석에도 

적용한다.  

RWA 모형을 통해 제 2 차 인구변천의 표현을 보는 연구에 의해, 다른 

나라에 따라 변천의 특징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특히, 

제 2 차 인구변천의 표현은 서구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간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다. 비록 초혼 나이의 지연과 이혼율, 비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 

현상이 드러났으나, 아시아의 패턴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전통 

가족은 서구처럼 해체되지 않으면서, 동거와 혼외 출산의 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은 아시아의 반대이며 

1970 년대부터 “동거 붐(cohabitation boom)”이 나타났다(Lesthaeghe, 

2014). 

Inglehart 의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에 대한 문화적인 논의는 제 2 차 

인구변천이론에게 이론적인 지지를 뒷받침했다. 사회에 집단과 타인이 아닌 

개인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Inglehart의 관점에서 자아발전과 자아성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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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강하다는 점에서 제 2 차 인구변천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Inglehart가 주장하는 대로 탈근대주의와 함께 새로운 세계관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 산업, 종교, 

가족, 그리고 성적 행위 등을 지배해왔던 기본적인 규범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Lesthaeghe 와 Van de Kaa 가 주장하는 제 2 차 

인구변천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근대주의의 본질적인 

차원을 구성하 는 가치체계의 변화는 제 2 차 인구변천을 설명하는 중요한 

준거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치체계는 사회변화 속에 포함되는 

구조적 및 기술적 요인 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2.1.3 한국의 제 2 차 인구변천 

    아시아 나라들은 서구 나라와 달리 각 나라간에 경제, 사회발전수준과 

전통 문화에 거대한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과 가장 후진국인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 공존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2017 년 TFR=5.12)을 비롯한 

총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있고, 싱가포르(2017 년 TFR=0.83), 

타이완(2017 년 TFR=1.13), 홍콩(2017 년 TFR=1.19), 한국(2017 년 

TFR=1.26) 등 총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와 지역도 있다.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등 나라이 총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단계에 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나라들은 이미 제 2 차 인구변천을 

완성했다고들 한다. 단, 예컨대, 일본의 경우, 결혼의 지연, 출산의 지연, 

출산율의 떨어짐의 반면, 유럽과 달리 일본의 혼외 출산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으므로 일본은 제 2 차 인구변천을 경험했는지 논쟁이 많다. 



 13 

    한국에서도 유럽의 제 2 차 인구변천과 비슷한 결혼, 출산, 가족의 패턴의 

변화들이 일어났고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의 규범성을 도전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바로 저출산 현상이다. 

1970~2000 년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에서 1.47로 대폭 떨어졌고, 

21 세기에 들어 한계출산율은 1.3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가 되었다. 

처음에 한국의 출산의 감소는 정부가 수립한 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1962 년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어 그 후에 경제발전과 함께 출산율이 급히 떨어졌다. 

예측에 따라 한국의 인구변천은 1980 년대 후반에 모든 단계를 마치고 

안정상태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1985 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모든 사람의 

예측을 벗어나 매우 괄목할 만한 감소”가 계속했다(김두섭, 1993). 

김두섭(2005)의 연구는 제 2 차 출산력 변천에서는 제 1 차 출산력 변천과 

달리 사망력의 저하와 인구이동의 영향이 축소된 반면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이 한국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제 2 차 

인구변천”이란 표현보다 “제 2 차 출산력 변천”이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정성호, 2009). 이는 한국의 인구변천 과정에서 다른 변화에 

비해 출산력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 외에 

다른 변화를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한국의 인구변천 수준은 유럽과 거대한 차이가 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둘러싼 유럽의 제 2 차 인구변천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혼인비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 동거율 증가, 이혼율 증가, 조기 이혼, 낮은 재혼율을 

뽑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결혼은 누구나 해야 할 사회적 보편적인 

규범이며 결혼을 해서야 출산이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은 바로 한국에서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과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의 전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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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혼외출산과 동거는 한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혼과 이혼의 시대를 맞아들이었다.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 비혼과 만혼 현상은 1960 년대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 세기말부터 활발히 형성되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1990 년~2000 년에 조혼인율이 

9.3(천명당)에서 7.0 로 대폭 감소하는 것은 거꾸로 비혼과 만혼의 유행을 

엿볼 수 있다(통계청, 2018). 20 년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1 인 가구 

거주비율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여, 15 세 이상 1 인 가구 중 미혼인 경우가 

1980 년 전체 가구 비율 중 2.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2000 년에는 

10.1%로 5 배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정석, 2002). 한국에서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추세와 여성의 경제참여의 증가,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결혼이란 제도는 점점 필수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결혼에 관해 비혼을 야기하는 개인화의 표현은 “연애혼의 증가”, 

“배우자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정도 약화”, 그리고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짧은 시간에 “압축된 근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결혼의 의미 순차적으로 변화하였다기 보다는 다양하고 

반대로 가기까지 결혼의 의미들이 혼재하고 있다. 비록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간의 결합이기 보다는 

집안간의 결합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고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 

“보편혼”이라고 아직 존재한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의 

늘어감에 따라 핵가족에서 추측되는 부부간의 역할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집안에서의 남녀간의 성역할 분화는 분명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비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청년실업률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결혼 의사와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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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의 의미변화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비혼과 만혼의 주요 원인으로 

상반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1970∼1995 년 동안 조이혼율은 0.4에서 1.5 로 상승하여,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상승하여 2003 년에 최고점에 달했다. 이혼율의 증가에는 경제적 

요인보다, 이혼에 대한 태도와 가족법 개정을 비롯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더 큰 기여를 하였다(박경애, 2000). 이혼율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의 의미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제 결혼은 모든 사람이 적령기에 이르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즉 ‘개인주의화’ 되었다는 것이다” (정성호, 2009). 즉, 과거에 비해 

이혼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은 다 소멸할 수 없지만 훨씬 

경감되었다. 이혼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이다(정성호, 2009; Thornton, 2001). 한편, 여성은 

경제적 독립으로 남편에 의지해야하는 결혼의 상호보완적 동반자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또는 이혼 후에도 자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혼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정적으로, 경제시장의 

불안정은 부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비혼과 이혼의 사회 환경을 

만들어준다. 

    사회적으로 비혼과 이혼에 대해 수용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도, 결혼은 

아직도 가족이 형성하는 기본적인 제도이고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결혼과 동거를 구분하는 것은 “공적”과 “사적”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은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법적으로 인정받아 사회적인 행위가 된다. 따라서 

동거에 대한 관대가 비혼과 만혼만큼 높지 않았다. 현재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것은 소수가 선택하는 비주류적 동거, 대학생들의 동거로 대표되는 독신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그리고 결혼과정의 일부로서의 동거이다(정성호, 2009).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와 결혼과 구분 불가능한 동거가 등장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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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용인은 물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이러한 유형들의 동거는 가까운 미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섭, 2005).  

 

2.1.4 2005~2015 년동안 결혼가치관의 변화 

2002 년의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나라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혼, 동거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고 밝혔다(은기수, 이윤석, 2005). 21 세기에 들어 한국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으나, 그다지 큰 

변화가 없으며, 각자 6.5(천명당)와 2.5(천명당) 전후 변동하고 있었다. 특히, 

2003년에 정상에 이른 후 2015 년까지 조이혼율은 지속적으로 미세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결혼과 이혼의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안정화해짐을 알려준다. IMF위기 직후에 실업률은 2.6%에서 7.0%로 거의 

3배로 급상승하여 2000 년에 들어 큰 변화가 없고 3.5% 전후 진동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업률은 1997년 2.3%에서 1998 년 5.7%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49.8%에서 47.1%로 하락했다. 21 세기에 

들어 여성의 실업률은 3.1 전후 진동하고 있고 큰 폭으로 변동한 적이 

없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5 년 간에 49.9%에서 

51.9%로, 47.0%에서 50.1%로 상승세를 보인다. 청년실업률은 2000 년에서 

2012 년까지 7.7% 유지했으나, 그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 년까지 

9.1%의 높은 수준에 이른다(통계청, 2018).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가족과 

결혼에 대한 태도도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는 2005 년부터 5 년마다 전국규모의 

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여 한국 가족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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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통계청, 

2015) 목표를 두는 조사이다. 3차의 가족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간단하게 

이 10 년 간에 사람들의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	2005년,	2010년과의	비교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05 년, 2010 년, 2015 년) 

주: 1)점수범위: 1 점(전혀 그렇지 않다. 즉, 부정적인 태도) - 5 점(매우 그렇다. 즉, 

긍정적인 태도) 

     2)2005 년 1 차조사에서는 비혼에 관한 질문이 없었으며, 2010 년 2 차조사에서 

비혼에 대한 질문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으로 2015 년 3차조사와 약간 

차이가 있었음 

3)2005 년 1 차조사는 원자료에서 ‘모름/무응답’을 제외했으며, 2010 년 

2 차조사와 2015 년 3차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이 없었음 

 

    전반적으로 10 년이 지나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항별로 보면 이혼에 대해서는 3차조사에서만 

평균 3.0 점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으며, 

1 차조사와 2 차조사 모두 평균 2.9점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혼에 대한 태도에 

비해 비혼과 동거에 대해서는 평균점수는 모두 3.0 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향을 보여준다. 비혼의 경우 1 차조사중에 직접 문항이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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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다른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의 결과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선호하는 사람은 여전히 주류이고 이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은 1/3쯤 차지하고 있었다. 2 차조사와 3차조사에서 비혼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거의 대한 태도의 경우 2005 년 

평균점수2.4점에서 2010년 2.6점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2015 년 2.5 점 수준에 떨어져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는 2005 년~2015 년 

간에 한국 사람들은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가 쭉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고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도 했음을 

알려준다.  

    그 변화는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여성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비혼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다만 2010년과 2015년에 여성이 동거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2.5점으로 

변치 않았다. 그리고 2010 년에 여성이 이혼에 대한 태도는 평균점수 3점에 

이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어서 2015 년에 비혼과 이혼에 대해 

평균점수 3점과 3.1 점으로 중립적, 조금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가치관 변화는 파도처럼 변해서 눈에 잘 띄게 나온다. 

2010 년에는 남성이 동거나 이혼에 대한 태도는 2005 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었으나, 2015 년에 들어 비혼이든 동거든 이혼이든 2 차조사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온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동거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2010 년보다 2015 년의 평균점수가 더 낮아지는데, 그 중에 여성의 

평균점수는 변하지 않고 남성의 점수만 떨어진다. 즉, 2005 년부터 10 년간에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하여 여성의 태도는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는 반면, 

                                                
1 2005 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결혼하는 편이 좋음(39.2%) > 해도 안해도 

무방(34.2%) > 반드시 결혼해야 함(21.2%) >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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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결혼가치관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2015 년에 와서 거꾸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그림 2>	2005,	2010,	2015년	성별	결혼가치관	대비2	

 

 

2005~2015 년 간의 결혼가치관 변화는 세대별로 나누어 본다면 그 

결과가 <그림 3>과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010 년의 결과는 세대효과에 맞춰 있으며 나이가 들을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고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2015 년에 비슷한 추세가 드러났는데, 

30 대(3.1 점)에 비해 20 대의 선택(3.0 점)은 더욱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 년에 30, 40, 50 대는 2010 년에 비해 높은 점수로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20 대는 흥미롭게 60 대와 70 대이상의 노년층과 

같이 2010 년에 비해 낮은 점수가 나온다. 동거에 대한 태도는 나이가 

들을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단지 동거에 대해 가장 

                                                
2 <그림 2, 3, 4, 5>의 출처와 주석은 <그림 1>과 같다. 또, 1 차조사 결과에서 60 대와 

70 대이상은 60 대이상으로 분류해서 <그림 4>와 <그림 5>에서 2005 년 60 대와 70 대이상의 

평균점수는 같은 결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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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여기는 20 대의 평균점수도 3점에 이르지 못했고, 즉, 나이가 

많은 세대커녕 젊은 20 대도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각 세대가 동거에 대한 태도는 시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아 비혼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 것과 같이 20 과  50, 60, 70 대는 

2010 년에 비해 2015 년에 더 낮은 점수로 부정적으로 변했다. 중년층인 

30 대와 40 대만 10 년 간에 지속적으로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각 년도 세대효과가 아주 뚜렷하며 나이가 들을수록 

평균점수가 낮을 경향이 있다. 게다가 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2015 년의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05,	2010,	2015년	세대별	비혼에	대한	태도	

 

	
<그림 4>	2005,	2010,	2015년	세대별	동거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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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5,	2010,	2015년	세대별	이혼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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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확대 등 경제적 변화가 결혼에게 영향을 다소 끼쳤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본다(Litcher, 2004). Cherlin 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사회의 결혼제도의 쇠퇴는 성별 분업화된 전통 혼인에서 성역할이 

모호해지고 결혼과 혼인 내 출산에 대한 가치규범이 약해져서 결혼 대신 

동거나 독신을 선택한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석했다. 결혼 선택이 제도화보다 

개인화 성향이 높다고 지적했다(Cherlin, 2004).  

    미국에 비하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가치관은 경제적 영향을 받아서 사회 

구조적이나 사회규범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근대화와 민주화 

실현된 한국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지위가 높아지면서 20 세기 80 년대 

후기부터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량 진출하여 경제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수준이 꾸준히 올라갔다. 특히 IMF 위기 이후 남성만으로 가족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이 집에 있기만 하지 않고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투신한 

것이 대폭 증가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강한 성역할 분리규범으로 인한 결혼의 기회비용 증가가 결혼으로의 이행을 

저지하는 주된 원인으로 제시되며 안정 적인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결혼의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속에서 결혼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가 

낮아진다면 이는 결혼의 지연과 회피로 이어질 것이다(호정화, 2014). 

여성들에게는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처 하기 위한 직업경력의 관리가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김혜영, 2014). 그리고 

이러한 생계터전의 와해는 이른바 가족 위기나 해체로 묘사되는 사회 

재생산체계의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경섭, 2011). 그 결과 동거단위로서 

가족의 범주와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결혼이나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김혜영, 2014). 즉, 비혼이나 동거나 이혼은 

다 결혼 회피의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초혼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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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비혼현상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만혼과 비혼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2.2.2 가족주의, 개인화와 결혼가치관 

    가족주의(familism)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핑려가 어떤 개별 

가족구성원의 필요보다 우선되는 사회구조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황정미, 2014; 윤홍식, 2012). 한국에서 가족주의란 개념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90 년대부터 급하게 상승한 이혼율과 저하의 출산율은 한국의 가족의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에 주목하는 학자들 다수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양육과 부양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이 쇠락하고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함인희, 

2014). 그러나 장경섭(2001)은 ‘압축된 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이념이 ‘우발적 

다원성(accidental pluralism)’을 띠고 혼합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사회와 

문확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중심의 가치관과 규범을 지키는 

‘유교적 가족이념’과, 일제의 식민지배, 미군정, 친미정권의 수립을 이어지는 

일련의 변동을 겪어 기층민중이 경제사회 구조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족원 사이에 의존이 강화된 

‘도구주의적 가족이념’, 중산층노동자 가족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주의의 

확립으로 인해 확산되어 가족원 개개인에 대해 개체존중을 중시하는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여성해방, 청소년의 자율성강화 등 개인성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가정생활의 

산업적 식민지화와도 관련된 ‘개인주의적 가족이념’ 등 가족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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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다시 말해서 장경섭은 한국 가족내부의 다양한 가족이념을 

무시하여 가족규범의 쇠퇴만 지적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미국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지니는 가치의 기반은 가계계승이라는 제도적·규범적 

가치에서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가치로 변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박민자, 2004). 결혼을 남녀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즉, 결혼의 

안정성보다는 관계의 질을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김영희 외, 2013). 

그러나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회피 또는 지연은 

가족이 지니는 가치의 약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위험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회피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장경섭, 2011; 김혜경, 2013).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으며, 이혼이 쉬워진 이 같은 가족주기상의 특징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성인들이 개인으로서 더 오래 독신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신경아, 2014).  

    장경섭과 송민영은 한국사회의 개인화의 유형 중 하나는 결혼이 가져오는 

일·가족 양립 갈등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위험 회피적(risk-aversive) 

개인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장경섭· 송민영, 2010). 즉 한국에서 개인이란 

서구에서처럼 1 차 근대와 2 차 근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개인주의의 

결과물이기기보다는, 압축적 근대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으로 ‘몰리게’ 된 

사람들(stranded individualizers)이며, 따라서 한국의 개인화란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라는 것이다(Ibid). 또한 많은 연구들은 한국의 비혼집단이 

여전히 가족주의적이며(김혜영, 2007), 혹은 만혼현상은 결혼규범의 약화, 

달리 말하면 개인주의 증대의 측면보다는 시장상황의 악화로 결혼할 만한 

남성 집단이 줄어들면서 생긴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박경숙 외, 2005). 

젊은 세대들은 전통문화와 윤리 입장에서 ‘효’와 ‘효도’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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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도덕이란 인간의 선호와 같이 주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윤리 도덕관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을 

취한다(김흥규, 이상란. 2014; Harris, M. 2006: 150-160; 정인화, 1996)는 

것이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유교사상과 가부장제도가 

심하게 심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유럽 나라의 청년들에 비해 “자유”, 

“자주”를 추구할 때, 피할 수 없이 기존의 전통규범에 제한될 것이다. 즉,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현대의 자유주의와 전통의 윤리도덕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복잡한 모순 속에서 형성이 되어 밸언스를 찾는다.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비혼과 만혼, 동거, 이혼 등 행위는 결혼을 

둘러싼 자발적 선택의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안정하지 않은 경제상황 하에서 

좌절되는 결혼은 비자발적인 성향이 강하다. 결국 결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행위들이 존재하지만, 주어진 상황은 결혼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정성호, 2009). 

2.3 결혼가치관의 인구사회학적 결정 요인 

    2.3.1 성별 

    결혼에 대한 성별 검토는 주로 남성과 여성이 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기회비용의 점에서 시작했다. 혼인에 관한 많은 외국 연구는 여성보다 

남성은 혼인에서 획득하는 혜택과 이득이 많다고 밝혔다. Bernard(1972)의 

“남성 주도의 혼인 가성(male-dominance-of-marriage-hypothesis)”은 

혼인이 가부장제의 산물일 뿐이고 남성이 혼인을 통해 여성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혼여성이 정신적 질환을 가질 확률이 기혼남성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싱글남성과 싱글여성의 경우 이 차이가 거꾸로 드러났다(Gove, 

1972, 1973).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혼인에서 정신적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예: Evans and Kelley, 2004). 남성의 인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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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여성만큼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 구성(self-construal)의 성별 

차이란 점에서 뒷받침되었다. 남성은 독립적인 경향이 있고 여성은 상호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구성의 차별이다(Cross and Madson, 

1997). 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한국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대해 비교분석을 한 

김정석(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성, 교육수준, 연령, 취업여부, 현재 거주형태, 

성과 혼전동거 등에 따라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연구결과로는 

미혼남성보다 여성의 결혼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결혼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많고 결혼 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호정화(2014)는 규범의 추상성의 시각으로 남녀의 결혼가치관 차이를 

설명했다. 그에 연구의 결과 여성은 전통적인 결혼과 이혼 규범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비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확률이 낮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은 결혼 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역시 낮다.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이혼의 

당위성과 같은 추상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탈전통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거와 같은 구체적인 규범에는 높게 동의하는 것은, 결혼의 가치나 관련 

규범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남녀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강한 성역할 규범으로 인해 결혼의 기회비용이 큰 

여성의 경우 추상적 규범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구체적인 결혼 규범을 벗어났을 때 가해지는 사회적 제제 역시 

남성보다 크게 받기 때문에 실질 적인 측면에서 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호정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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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에 관한 성별 차이는 “동거 격차(cohabitation gap)”란 개념으로부터 

시작한다. “동거 격차”란 기혼동거자에 비해 비혼동거자는 관계 품질과 생활 

만족도가 낮을 확률이 높다는 현상이다. “동거 격차”는 주로 사회인구학과 

개인 성격, 관계 품질, 안정성 등의 영향을 받았다.  Soons and 

Kalmijn(2009)의 연구에 따라 이 동거와 결혼 간에 행복감의 격차는 동거가 

흔한 일이 아닌 나라나 사회에서 유독 심하다. 동거는 소수자의 선택이니까 

결혼의 규범에서 벗어나고 다수자의 선택과 달라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당할 

수 있다. Olga S. 외(2012)는 30 개 나라의 동거 격차의 차이에 대해 성별로 

나누어 연구했다. 결과 동거하는 여성과 결혼한 여성, 동거하는 남성과 

결혼한 남성 사이의 행복 격차는 성역할 규범의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더 

커진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집착하는 사회적 기대가 줄어들면서 

여성의 동거 격차는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남성의 동거 격차가 여성과 

같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여성 동거자들의 행복은 여성들의 경제력 

수준보다는 그들 나라의 성 규범에 달려 있다는 결과가 있다. 반면에 남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은 그들이 더 전통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상관 없이 그들의 결혼 여부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즉, 동거에 

대해 여성의 관념은 크게 그 나라의 성역할 규범의 인식에 따라 변한다. 

    청년남녀의 동거의 기본적인 동기는 3가지로 밝혔다(Penelope et al., 

2011). 첫째로는 결혼전의 적합성 테스트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생활비용을 

나누어 보려는 것이고, 셋째로는 상대방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다만 동거에 관해 여러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관측되었다. 

하나는 남녀의 동거 목적의 차이로 뽑는다. 남성에게 동거는 그저 

“시운전(test drive)”일 뿐인데 여성에게 동거는 “시혼(試婚)”과 더 가깝다. 

하지만 이 발견은 한국에서 반대한 성향이 나타났다. 유화정(2015)의 연구에 

따라 비혼동거 커플 중의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결혼에 대해 덜 집착하는 현상이 



 28 

있다. 둘째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남성에 보다 여성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 규범에 더 민감한 검이다. 셋째는 남녀는 동거를 

택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다. 여성들에게 동거는 결혼이라는 목표에 역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동거를 피하게 되는 이유로 자주 논의되었다. 남성들의 불만은 

자유의 상실과 관련되었다.   

    2.3.2 세대 

    구세대의 죽음이 새 세대로 바뀌어 간다는 점에서 새로운 세대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Abrahamson and Inglehart, 1995). 한국의 경우 근대 이래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군부 쿠데타, 경제발전, 민주화 운동, IMF위기, 시민운동 등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급변한 사건은 끊임없이 이어서 발생했다. 전체 사회가 

빠르고 극대한 변동을 겪어 각 세대는 상이한 사회 환경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다르고 감수하고 이해하는 것도 아주 다른다. 따라서 각 세대는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으며 각자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해 낸다. 세대 간의 

차이의 중요성을 다루면 사람의 출생 시점이 바로 사회와 역사적 구조에서의 

존재의 차이를 만들어, 그 차이가 잠재적 경험의 폭을 결정하며,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사고, 감정, 행동양식의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된다(손승영·김은정, 2010; Pilcher, 1994). 따라서 연령이나 세대의 

차이로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 성별 변수 

이외에 사회가 겪는 변화와 양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세대 차이를 중요한 

사회학적 범주로 다룰 필요가 있다(전상진, 2004). 사회학 분야의 가치관과 

태도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의 선거 투표 행위 같은 정치 참여나 여가나 소비 

같은 행위나 인구이동이나 세대를 기준으로 설명하기가 빈번해 졌다(최지영 

외, 2015; 이명진·김경화, 2003; 최유정 외, 2011; 홍성호·유수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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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로 이질성을 느껴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가 점점 떠오른다. 

한국사회에서 세대 논의는 2000 년대부터 다양한 주제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최지영 외, 2015). 예를 들어, 2002 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세대 차이가 아주 심해서 많이 논의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차이와 

갈등을 기반으로 정책수립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사회학 연구 가운데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세대별 차이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호건(Hogan, 1978)은 최초에 전국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20세~65세의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최소제곱과 대수 선성 구조방정식(log-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을 이용해서 연령이 결혼에 대해 영향을 

추정하려는 연구자중에 한명이다. 결혼연령은 출생 년도로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등 변화때문에 출생년도만으로 설명이 

안된다는 결혼을 냈다. 이 연구는 비록 남성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제한되었지만 미래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관 변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세대 교체의 

인구적인 동력은 가치관 변동의 주요 메커니즘이다.  

21 세기 초에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 가치관이나 태도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논의가 많지만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에 양극화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kurtosis 값으로 판단한 

결과 한국 사회는 아직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세대별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긴 했다. 다만, 일본, 미국, 스페인, 스웨덴, 

폴랜드 등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이 그만큼 심하지 

않았다(은기수 외, 2005). 은기수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관의 세대 

차이는 언론과 매체가 대선과 총선 결과를 세대 갈등으로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고 세대 차이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단지 한국에서 세대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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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않고 “세대간에 가치 전승(intergenerational value 

transmission)”이 강하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해석했다.  

김정석(2006)의 연구에 따라 연령으로 나누어보면 특히 여성들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한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 규범에 

있어서 연령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미혼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정화(2014)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에 2008 년에 

비해 2012 년의 응답자의 결혼가차관이 비전통적이라는 추세를 제시했다.  

청년들의 성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는 그들의 생명주기의 단계와 

연계된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나이가 변화에 따른 각종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충분하다. 단지 아직 일과 주택, 가족, 출산,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다방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Ryder, 

1965). 또 한편 청년기는 첫번째 성관계를 경험한 시기이며 게다가 집을 

떠나기와 직장을 찾기를 비롯한 인생과정 조기의 전환점에서 동년배의 

영향이 증대하여 더 자유로운 성관념을 형성된다(Treas, 2002). 

    이윤주(2017)는 연령, 시기, 코호트에 따라 결혼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했다. 결과로는 2010 년 이후 이전 코호트에 비해 

1980 년대 출생 코호트가 좀 더 결혼의 당위성에 동조하는 추세가 있다. 단지 

이 코호트에게서만 발견된 현상인지 1990 년대 출생 코호트에까지 이어지는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연구결과는 

2010 년 후에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인 80 년대 출생자가 상대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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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성별, 연령/세대 외에 또 하나 개인적 특성의 변수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 배경은 사람의 생존 안전의 필연성을 상징하며 따라서 

자율성(autonomy), 개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 자기표현(self-

expression)이 이루어진다(Inglehart and Christian, 2005).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은 항상 계층과 직장, 수입 등과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중요한 변수이기도 한다. 교육수준은 원가족의 계층과 배경,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성공하는 주요인, 라이프스타일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된다(Robert 

D., 1991; Hyman, Wright, and Reed 1975; Jencks et al. 1979). 따라서 

교육수준은 사람의 선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유상종하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수준은 항상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길 결정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이런 경향이 현저하다(김두섭, 

2012; Smits, 2000; Rockwell, 1976).  

    교육과 결혼에 관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이 많았다. 여성들의 

초혼 형성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이들 여성들의 결혼을 연기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 라는 논의가 있는 반면(Becker, 1981), 여성들의 고등교육 

획득과 이로 인한 높은 경제활동 참가는, 비록 결혼을 연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비중을 증가시키지는 않음을 

지적하는 논의도 있다(Blossfeld and Jaenichen, 1992; Goldstein and 

Kenney, 2001). 즉,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초혼 연기 효과가 

인정되었지만 비혼 선택에 영향이 미쳤을지 아직 쟁점이다. 여성 교육수준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진출의 증가는 한국에서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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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출산 지연의 주요원인으로 봤다(이재경·김보화, 2015; 우해봉, 2009). 

단지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에 진출이 만혼과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세계적인 범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유럽과 동아시아 등 

성역할 차이가 큰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기혼여성에게 일과 가족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H. Park 외, 2013; Blossfeld 1995; Ono 2003). 

일본(Raymo, 2003)과 대만(Y. Chang and J. Li, 2011)에서 나이든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여성의 교육수준과 결혼의 환율 간의 부적 관계는 더욱 강한 

경향이 있다. 즉, 비혼의 환율은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한국에서 청년 여성의 결혼 의향과 전망을 고찰한 결과 비혼과 만혼, 

이혼은 여성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거보다 

더 ‘목 메는’ 경향이 보인다(이재경, 김보화, 2015).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 여성들에게는 결혼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대감으로 ‘완벽한 

결혼’을 꿈꾸게 된다. 그래서 고학력 여성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거나 환상을 만족시킬 기회를 계속 기다린다. 고학력 여성이 

결혼에 대해 기대가 커지는 반면, 저학력 여성의 경우 결혼해도 나쁜 

경제상황이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이재경 외, 2015). 

    교육수준은 동거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많다. 동거나 결혼으로의 

전환, 또는 동거에서 결혼이나 해체로의 전환에 대한 많은 연구는 학교 등록, 

교육수준 또는 고용 형태,  개인 소득 등의 개별적인 경제적 결정 요인에 

초점을 맞춰 있다(Smock et al., 2005). 그의 주장에 따라 동거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대안이라며 기혼커플에 

비해 동거커플은 수입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과 여성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 즉, 사회적 경제 불경기 외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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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도 동거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전국 조사를 통해 동거자의 

특성을 따져 본 결과 커플 간의 연령격차, 부모의 생존여부, 취업률 등 

결정요인 외에, 교육수준에 따라 동거 비율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자는 동거를 선택할 확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간 교육수준이 비슷한 부부들의 경우 초급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하 학력자에 비해 동거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 미혼자와 비교할 때도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초급대학이상 학력자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이하 학력자들보다 

동거할 확률이 낮다(이연주, 2008). 그러나 결혼 과 동거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관계의 차이가 있는데 동거를 선택한 커플의 경우는 양성평등과 각자의 

전문적 자율성이, 결혼을 선택한 커플의 경우는 분업과 상호보완성이 

강조된다(정성호, 2009; Le Bourdais and Lapierre-Adamcyk, 2004). 이는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이혼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960 년대 

유명한 사회학자 Goode(1962)는 이혼을 야기는 사회적 요인의 변화 이론을 

발표했다. Goode에 의해 이혼 현상이 흔치 않은 사회에 이혼 행위는 주로 

사회 구성원 중의 엘리트들(특히 고학력 사람들)로부터 다른 구성원들로 

전파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한 법적, 규범적 장벽이 제거되어서 

이혼은 더 흔한 현상이 되면 하위 계층도 이혼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혼에서 계급 차이는 역전될 것이다. 후에 이는 혁신전파이론(Innovation 

diffusion process)으로 발전되었다. 이혼과 같은 혁신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수용하지만, 그 행위의 수용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단기간 내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전파된다(이성용, 2013). 이혼율 추세가 증가하기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이 혼할 리스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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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남성(특히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역량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율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 람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혼리스크가 

상승하면서, 교육수준과 이혼 리스크 간 관계는 정적에서 부적으로 바뀐다. 

이혼이 널리 허용 되는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이혼할 리스크가 더 크다(De Graaf and Kalmin, 2006). 보수적인 

전통가치관념을 지니는 한국 사회에는 결혼은 필수이고 비혼, 동거, 이혼은 

생각도 못했던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전파이론은 저출산을 해석하는 

이론중에 하나인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같은 맥락이다. 

비혼, 동거,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결정하는 

것이지 말이다. 한국의 교육수준이 전체적인 제고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각과 사상 전파의 제한이 낮아진 사회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가치관의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볼 만하다. 

    교육이 이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논의가 되었다. 미국의 연구부터 

살펴보면 South(2001)는 아내의 교육수준이 이혼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Mclanahan(2004)는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교육의 효과의 증가를 

발표했다. 유럽의 경우 Hoem(1997)은 기존의 스웨덴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1944년과 1964년 간에 결혼한 여성의 출생 코호트를 비교하여, 

이혼율이 낮은 시대에 교육을 받는 집단들의 이혼 확률이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모든 교육수준 집단에서 이혼이 증가한 경향이 

발생했는데, 그 경향은 하위 집단에서 더 크게 일어나, 결국 모든 집단의 이혼 

행위는 다 교육수준한테 영향을 받아서 증가하게 되었다. 교육이 이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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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Goode의 관찰에 따른 것이지만, 초기에 차이가 없는 

것은 Goode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았다. 

  



 36 

제 3장.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비록 “혼인에서 남성이 얻을 혜택이 더 많을까 아니면 여성이 얻을 이득이 

더 많을까”라는 문제는 답이 없지만, 한국의 경우 그 답안은 아주 뚜렷하다. 

한국에서 “보편혼”이 아직 존재하지만, 21 세기에 들어 모든 결혼 의향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은 결혼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고, 

결혼이 기필코 해야 한다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적는 현상이 드러났다. 

성역할의 분화 수준이 낮아지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이 빈범해지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혼인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된다”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문제에 한국 

남성보다 여성의 입장은 더 긍정적이라고 예상된다. 

    한국 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태도는 비혼, 이혼보다 더 복잡하다. 유럽의 

제 2 차 인구변천 가운데 결혼의 감소의 대안으로 비혼과 동거는 동시에 

발전하고 동거의 증가가 아주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변화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는 성역할 규범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동거자가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구체적인 결혼이란 

규범에서 벗어날 때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동거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짐작했다.   

[연구가설 1] 비혼과 이혼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가치관은 

긍정적이다. 동거에 관해 여성의 입장은 남성보다 부정적이다. 

 

기존연구에서 외국이나 한국에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결과에 의해 젊은이보다 나이든 사람들의 입장이 실적 더욱 보수적인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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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체로 가족과 혼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분위기에서 “가치관 양극화”, “세대 갈등” 과 같은 

논조까지 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한국에서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든 세대보다 

젊을수록 연애, 결혼, 배우자, 성적 결합 등 에 더 자유로운 선택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지속성보다 개인의 복리를 우선하고, 

부부중심 관계를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대안도 많기 

때문에”(박경애, 2000), 젊은 세대일수록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해 긍정적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 효과”가 있다고 예상된다. 

[연구가설 2] 나이가 많아질 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부정적이다. 

 

지식이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문화적 근대화는 역전할 수 없는 

과정이다(Inglehart R., Christian W., 2005). Goode 의 이론과 

혁신전파이론에 따라 한 사회에서 이혼을 비롯한 혁신 행위는 아직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으면 엘리트들로부터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한국의 가족과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대체로 아직 전통적인 분위기에 

있는 점에서 비혼, 동거, 이혼은 아직 혁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혁신전파이론에 따라 고학력을 가진 자의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더 비전통적, 더 긍정적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에서 

세대와 교육수준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젊을 수록 더 많고 더 

고급한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이다는 가설에 뒷받침하기도 했다. 

    [연구가설 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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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조사자료 및 조사대상 

    본 논문은 2015 년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의 원자료를 사용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실시했다. 가족실태조사는 2005 년 

제 1 차조사를 시작하고 5 년마다 전국 범위에 실시된다. 본문에서 주로 

이용하는 2015 년의 ‘가족실태조사’ 데이터는 바로 제 3차 조사의 결과이다. 

2015 년 가족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표본추출을 통한 5,018 개 

일반가구의 가구대표와 만 12 세이상 가구원으로 구성했다. 그 중 본문의 

연구대상은 만 20 세이상과 만79이하의 연령대와 통제변수에 제한되어서 

총 9,424명의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회귀모형에 포함되었다.   

 

 3.3 변수의 구성 

      3.3.1 종속변수 

    결혼가치관은 결혼에 관한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가지 변수로 

간주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결혼가치관을 “귀하는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다음 내용에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중에 비혼, 동거, 

이혼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비혼에 대한 설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이고, 동거에 대한 설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이고, 이혼에 대한 설문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이다. 질문 문항의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별로 그렇지 않다” 2 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5 점 척도이다. 본문은 5 점 척도에 따라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1 점에서 5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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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하기 위해 3 점 척도로 서열로짓회귀 분석도 한다. 즉, 

서열로짓회귀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묶어 

부정적인 태도인 “그렇지 않다”는 1 점, “보통이다”는 2 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묶어 긍정적인 태도인 “그렇다”는 3점으로 3점 

척도가 이루어 졌다. 

   

   3.3.2 독립변수 

    본 논문에서는 3가지의 독립변수를 사용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조사는 성, 세대,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한다.  독립변수로는 첫 번째가 

성별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세대이다. 2015 년 가족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이 

만 12 세 이상으로 함에 따라 독립변수인 세대는 성인인 만 20 세부터 

만 79세까지의 사람을 표본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29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79 세 6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있다. 사회연구에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 368 세대, X세대, N세대로 

나누어 세대별로 분석한 경우도 있는데 정치적이나 경제적 성향이 강해서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고 나이로 세대를 구분한다. 

    세 번째 독립변수는 교육수준이다. 조사에서 정규 교육을 “안 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미만)”, “대학교(4학년 

이상)”, “대학원”으로 구분하다. 상태는 ‘졸업’과 ‘재학’, ‘수료’, ‘휴학’, 

‘중퇴’로 나누어진다. 본문에서는 상태는 불문하고 무학과 초등, 중등은 

‘중졸이하’로, 고등학교를 다녀 본 적이 있는 분을 ‘고등’으로, 같은 맥락으로 

‘대학’과  ‘대학이상’ 4 가지로 분류한다. 본문에서 고등학교학력을 가진 

사람을 준거범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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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통제변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정상태적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적용된다.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독립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외에 경제와 

생활수준을 표현하는 사회계층을 고려하였다. 가정상태적 통제변수로는 

혼인상태로 삼는다. 사회계층은 계층과 사회지위를 고려하여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으로 분류되어 1 점에서 5 점까지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계층이 높은 것이다. 혼인상태의 제시된 

항복이 “미혼", “배우자있음(사실혼 포함)”, “별거/이혼”, “사별”로 나누어 

있다. 그 중에 “미혼”은 준거변수이며, 따라서 통계적으로 수치가 높아질 

수록 혼인 경험이 복잡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시도로 분포되어 있어 본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를 

“수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충청권”,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영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호남권”, 강원과 제주를 “기타”로 

분류했다. 

    통제변수 중에 사회계층 외에 모든 변수를 더비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한다. 

     

 3.4 연구도구 

    분석은 STATA를 이용하여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 번째로 성별 

변수와 세대별 변수, 교육 수준의 변수가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기술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성별 세대별 교육수준별로 

결혼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에 앞서, <표 1>, <표 2>, <표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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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가치관을 측정하는 각 항목들을 정리하고 one-way ANOVA를 통해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analytic methodology)을 한다. 이런 평균 

차이를 통해 대체적으로 각 변수끼리 차이여부와 일반적 성격을 살펴본다.  

    그러나 이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성별 세대별 교육수준별 결혼가치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방정식회귀(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와 

서열로짓회귀(ordered logit regression)를 같이 이용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5 점 척도의 정규방정식회귀모형과 3점 척도의 서열로짓회귀모형을 

사용해 그 결과를 서로 대비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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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4.1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 

      4.1.1 비혼에 대한 태도 분석 

     <표 1>은 성, 세대,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한 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2015 년 가족실태조사를 받는 

9,424명의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별로 괜찮지 

않다는 사람이 26.4%로 가장 많다. 이어서 두 번째는 26.1%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룹이고 세 번째는 25.0%로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2015 년의 한국 사회에서 비혼에 대한 생각이 각각이 다른데 

지지하거나 부정하거나 중립하는 사람이 편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표 1>	비혼에	대한	태도	
단위:%(명) 

변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수 

(SD) 

사례수 

(N) 

전체 15.9 26.37 26.12 25.1 6.52 
2.80 

(1.17) 
9,424 

성 

남성 18.8 29.09 26.96 20.75 4.4 
2.63 

(1.14) 
4,410 

여성 13.34 23.97 25.39 28.92 8.38 
2.95 

(1.18) 
5,014 

 세대 20~29 10.83 21.21 30.82 28.3 8.85 3.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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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0~39 8.97 19.35 30.42 31.64 9.62 
3.14 

(1.11) 
1,716 

40~49 9.96 22.75 28.82 30.64 7.84 
3.04 

(1.12) 
1,978 

50~59 19.09 28.25 24.79 23.22 4.65 
2.66 

(1.16) 
2,106 

60~69 24.58 35.45 19.77 16.41 3.79 
2.39 

(1.13) 
1,371 

70~79 28.24 36.52 18.37 13.91 2.97 
2.27 

(1.10) 
942 

교육  

수준 

중졸이

하 
25.22 33.74 20.14 16.64 4.26 

2.41 

(1.16) 
2,205 

고등 15.73 24.66 28.11 24.97 6.53 
2.82 

(1.16) 
2,956 

대학 11.33 23.58 27.76 29.69 7.63 
2.99 

(1.14) 
3,829 

대학이

상 
9.91 25.12 28.57 28.34 8.06 

3.00 

(1.12) 
434 

 

    남녀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혼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남성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2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그중에 ‘대체로 그렇다'라는 

상대적 긍정적인 태도가 28.9%로 비율이 가장 많다. 47%이상의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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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약 25%의 남성만 독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반면에 여성중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비율은 37.3%에 

불과하여 남성에 비하면 10% 적으며 여성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비율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혼에게 선호도가  분명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은 1998 년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80% 

이상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70%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은기수, 2001). 1998 년보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성이 아직도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세대간의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각 연령층 중에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결과에 따르면 50~79세의 사람의 선택은 

‘별로 그렇지 않다'이고, 30~49 세의 사람의 선택은 ‘대체로 그렇다'이며, 

20~39세의 사람은 주로 ‘보통이다'를 택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비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더 많은 세대는 

50~79세의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50 세이하의 사람은 비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중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연령층은 30 대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젊을 수록 비혼에 대해 

지지한다는 결론의 부분만 지지할 수 있다. 20~29세의 사람은 비혼에 대해 

나이든 30~39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1998 년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은기수, 2001) 나이가 어릴 수록 결혼을 

지지하는 경향이 떨어진다는 것에 비하면 2015 년의 조사결과는 

1980 년생까지 나이가 많을 수록 비혼에 대한 생각이 더 소극적이지만 

90 대가 비혼에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는 성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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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준에 따라 학력이 높을 수록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중등학교와 그 이하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 반이상이 비혼에게 가급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등학력의 사람들의 선택은 주로 중간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에 집중했는데 결국 40.4%로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이 31.5%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이상의 학력수준의 선택은 주로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를 표현한다. 그리고 독신에게 대학수준의 사람의 지지가 

37.3%로 정상에 이르며 오히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6.4%로 조금 떨어진다는 결과가 드러난다. 기초통계의 결과를 토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비혼에 대한 대도가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1.2 동거에 대한 태도 분석 

<표 2>은 표 2 와 같이 성, 세대,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답안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비혼보다 동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든다. 설문을 보면 본문에서 다루는 동거에 대한 

태도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이 보인다. 과반수의 사람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차지하는 사람이 약 1/5 에 

불과했다. 중립적인 입장을 차지하는 사람이 1/4을 넘었는데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는 30.5%로 상대적 반대하는 ‘별로 그렇지 않다'이다. 

 

<표 2>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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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수 

(SD) 

사례수

(N) 

전체 22.44 30.45 26.57 17.13 3.41 
2.49 

(1.12) 
9,424 

성 

남성 21.7 30.7 27.8 16.42 3.38 
2.49 

(1.10) 
4,410 

여성 23.1 30.24 25.49 17.75 3.43 
2.48 

(1.13) 
5,014 

세대 

20~29 13.88 26.39 34.4 19.91 5.42 
2.77 

(1.08) 
1,311 

30~39 15.09 25.93 32.52 21.33 5.13 
2.75 

(1.11) 
1,716 

40~49 18.91 28.46 28.36 20.27 3.99 
2.62 

(1.12) 
1,978 

50~59 27.97 32.19 23.36 14.25 2.23 
2.31 

(1.09) 
2,106 

60~69 31.22 35.16 19.4 12.91 1.31 
2.18 

(1.05) 
1,371 

70~79 30.04 37.79 18.68 11.57 1.91 
2.18 

(1.05) 
942 

 

 

중졸이

하 
28.07 34.97 20.95 13.92 2.09 

2.27 

(1.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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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고등 22.94 29.36 27.47 17.08 3.15 
2.48 

(1.11) 
2,956 

대학 18.83 28.96 28.99 18.93 4.28 
2.61 

(1.12) 
3,829 

대학이

상 
22.35 28.11 27.65 17.74 4.15 

2.53 

(1.14) 
434 

    

    비혼에 대한 태도에서 보인 남녀 간의 차이와 달리 동거에 대해서 성별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는 

남성은 19.8.7%이고 여성은 21.2%로 살짝 남성보다 긍정적인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남성이 52.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53.3%로 그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난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동거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은 중립적인 입장보다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편향성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연령층으로 동거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본다면 비록 모든 연령층이 다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지만 세대간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각 연령층 

중에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결과에 따르면 40~79세의 중노년층의 

선택은 ‘별로 그렇지 않다'이고, 20~39 세의 청·중년층의 선택은 

‘보통이다'이며,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연령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거에 대해 거부감이 가장 많은 세대는 67.9%로 70 대 사람이고, 

거부감이 가장 적은 세대는 40.3%로 20 대로 뽑는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수록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줄어진 경향이 나타난다. 동시에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사람 가운데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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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아 지지율이 가장 많은 세대가 26.5%로 30 대 사람들이다. 오히려 

20 대는 동거에 대한 지지율이 30 대만큼 높지는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니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다름에 따라 동거에 대한 생각도 각각 다른다. 대체로 

대학까지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비율이 

떨어지고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비율이 올라간다. 중등학교와 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 63%이상이 동거에 대해 가장 많은 거부감을 보여준다. 

고등학교와 그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주로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와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장 많은 지지를 

보여준 그룹은 23.2%의 지지율로 보여준 대학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비혼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인 사람은 

2.7%의 수준에 대학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동거에 대한 거부심이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4.1.3 이혼에 대한 태도 분석 

<표 3>는 성, 세대,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답안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혼은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행위이자 개념이다. 그래서 비혼과 동거에 

비해 부부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를 택하는 사람은 28.1%로 가장 많은데 이혼을 지지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이 사실은 비슷하게 약 37%로 나온다.  

 



 49 

<표 3>	이혼에	대한	태도	분석	
단위:%(명) 

변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수 

(SD) 

사례수 

(N) 

전체 12.4 24.66 25.99 28.09 8.86 
2.96 

(1.17) 
9,424 

성 

남성 14.4 26.73 26.98 25.06 6.83 
2.83 

(1.16) 
4,410 

여성 10.65 22.84 25.11 30.75 10.65 
3.08 

(1.18) 
5,014 

세대 

20~29 7.63 16.02 31.96 34.17 10.22 
3.23 

(1.08) 
1,311 

30~39 8.16 22.67 28.61 31.53 9.03 
3.11 

(1.10) 
1,716 

40~49 11.73 23.51 26.24 28.21 10.31 
3.02 

(1.18) 
1,978 

50~59 15.24 25.12 23.12 27.54 8.97 
2.90 

(1.22) 
2,106 

60~69 15.46 29.76 24.07 23.56 7.15 
2.77 

(1.78) 
1,371 

70~79 17.41 34.29 21.55 20.91 5.84 
2.63 

(1.16) 
942 

 

 

중졸이

하 
15.96 29.71 23.99 22.72 7.62 

2.76 

(1.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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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고등 13.84 24.66 25.78 26.79 8.93 
2.92 

(1.19) 
2,956 

대학 9.3 22.07 27.71 31.5 9.43 
3.10 

(1.13) 
3,829 

대학이

상 
11.98 21.89 22.35 34.1 9.68 

3.08 

(1.19) 
434 

       

    남녀 성별로 나누어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남성의 경우 이혼을 31.9%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41.1%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은 33.5%에 불과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비율이 

41.4%로 남성보다 1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중에 ‘대체로 

그렇다'라는 상대적 긍정적인 태도가 30.8%로 비율이 가장 많고 남성 중에 

중립적인 입장을 27.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이 더 많고 

부정적인 성향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로 나누어 보면 이혼에 대한 태도가 역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각 연령층 중에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결과에 따르면 60~79세의 

노년층의 선택은 ‘별로 그렇지 않다'이고, 다른 세대 20~59세의 청·중년층은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혼에 대해 거부감이 가장 많은 세대는 

51.7%로 70 대 사람이고, 거부감이 가장 적은 세대는 23.7%로 20 대로 

뽑는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수록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줄어진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에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많은 세대는 44.4%로 

20 대 사람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적은 세대는 26.8%로 70 대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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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이가 어릴 수록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줄어지면서 이해도가 

높아진 경향이 나타난다.  

    교육수준에 따라 학력이 높아질 수록 이혼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다. 

중등학교와 그 이하의 교육을 받는 사람만 45.7%로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이 

30.3%로 지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대학학력과 그 이상의 사람들은 

이혼을 지지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에 비해 10%쯤의 수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흥미로운 결과로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이혼을 지지한 태도를 보인 비율이 대학학력을 가진 

비율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 가장 많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그룹은 43.8%로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가장 적게 표현한 그룹은 31.4%로 대학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9,424 명의 조사대상 중에 434 면만 대학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4.2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4.2.1 비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분석 

    한국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 젊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개방적이라고 사설을 했다. 비혼의 경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계층, 혼인상태, 지역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인 성별, 교육수준, 

세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OLS회귀를 한다. 모델 1 은비혼에 대한 태도를 

통제변수인 사회계층, 혼인상태, 지역과 회귀를 하는 것이고, 모델 2, 3, 5 는 

모델1에다가 성별, 교육수준, 세대를 하나씩 투입해서 회귀를 한다. 모델4는 

세대와 혼인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혼인상태를 통제하지 않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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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통합적으로 분석할 

때 남녀 사이에는 비혼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서 

성별을 나누어 각 변수가 성별에 따른 차이도 비교할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7>에서 모델 2 과 모델 3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비혼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이고 모델 1 은 <표 5> 중에 적합도를 가장 높은 모델 4 를 

택했다. 

 

<표 5>비혼의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OLS회귀)	

    모델 1 모텔 2 모텔 3 모델 4 

독립

변수 

성별(남=0)     

여      성  0.372*** 0.411*** 0.384*** 

교육수준(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431*** -0.225*** 

대      학   0.130*** 0.087** 

대학이상   0.289*** 0.194*** 

세대(30~39 준거)    

20~29    -0.423*** 

40~49    0.031 

50~59    -0.253*** 

60~69    -0.432*** 

70~79    -0.543*** 

통제 사회계층 -0.020 0.026 -0.089***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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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       혼 0.551*** 0.571*** 0.435*** 0.561*** 

이혼/별거 0.509*** 0.467*** 0.482*** 0.463*** 

사       별 -0.102* -0.245*** -0.002 0.139** 

지역(기타 준거) 

수도권 0.109* 0.102 0.029 0.048 

충청권 0.050 0.055 0.054 0.070 

영남권 0.041 0.039 0.016 0.032 

호남권 -0.106 -0.107 -0.131* -0.110 

R-squared 0.0492 0.0732 0.1019 0.1256 

Adj R-squared 0.0484 0.0724 0.1007 0.1241 

***p<.001 **p<.01 *p<.05 

 

<표 6>비혼의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서열로짓회귀)	
    모델 1 모텔 2 모텔 3 모델 4 

독립변수 

성별(남=0) 

여성  0.581*** 

(1.788) 

0.656*** 

(1.928) 

0.628*** 

(1.874) 

교육수준(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758*** 

(0.469) 

-0.403*** 

(0.669) 

대학   0.192*** 

(1.212) 

0.127* 

(1.135) 

대학이상   0.406*** 

(1.502) 

0.258** 

(1.294) 

세대(30~39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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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0.691*** 

(0.501) 

40~49    0.049 

(1.050) 

50~59    -0.382*** 

(0.683) 

60~69    -0.753*** 

(0.471) 

70~79    -0.962*** 

(0.382) 

통제변수 

사회계층 
-0.019 

(0.982) 

-0.028 

(0.972) 

-0.132*** 

(0.877) 

-0.095*** 

(0.910)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혼 
0.836*** 

(2.308) 

0.875*** 

(2.400) 

0.672*** 

(0.672) 

0.892*** 

(2.440) 

이혼/별거 
0.783*** 

(0.783) 

0.730*** 

(2.076) 

0.770*** 

(0.770) 

0.742*** 

(2.101) 

사별 
-0.174* 

(0.841) 

-0.399*** 

(0.671) 

0.012 

(1.013) 

0.277** 

(1.319) 

도시권(기타 준거) 

수도권 
0.124 

(0.124) 

0.119 

(1.126) 

0.008 

(1.008) 

0.044 

(1.045) 

충청권 
0.063 

(1.065) 

0.077 

(1.081) 

0.080 

(1.083) 

0.108 

(1.114) 

영남권 
0.010 

(1.010) 

0.011 

(1.011) 

-0.017 

(0.983) 

0.010 

(1.010) 

호남권 
-0.207* 

(0.813) 

-0.204* 

(0.815) 

-0.243* 

(0.784) 

-0.211* 

(0.809) 

Log likelihood -9953.159 -9845.958 -9706.160 -9584.388 

         ***p<.001 **p<.01 *p<.05 

 

<표 5>와 <표 6>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비혼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다른 회귀모형을 이용해도, 5 점 척도이든 3점 척도이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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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유의도와 방향은 일치도가 아주 높다. 따라서 비혼에 대한 태도는 

두개의 회귀모형의 결과 중에 하나만 고르고 설명해도 편차없이 잘 해석될 

것이다.  

OLS회귀의 결과에 따라 4개의 모델 중 모델 4가 가장 적절하다. 즉, 

통제변수에다가 독립변수인 성별, 세대와 교육수준을 투입하면 종속변수 

비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델 1 에 

더해 성별, 세대, 교육수준을 하나씩 투입하여 모델4에 있어 모든 독립변수를 

다 포함되었는데 변수의 유의도가 달라지거나 값이 바꾸지만 회귀계수의 

방향이 변하지는 않다. 이는 각 변수가 서로 인과관계 없이 독립변수로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혼인상태를 

통제하지 않을 때에 비해 모델4에 20대의 회귀계수가 0.107에서 0.423으로 

크게 변화했다. 이는 20 대가 비혼에 대한 생각이 혼인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5>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한 모델 4에서 성별 차이만 보면 남성에 비해 

회귀계수 0.384로 여성이 비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온 바와 같이,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성이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엿보일 수 있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혼인을 의지해야 살아갈 있는 상황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남편만 의지해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적인 결혼생활과 부부관계가 추구된다 할지라도 결혼부터의 

혜택은 남성에게, 그 비용은 여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김두섭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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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5 을 보면 비혼에 관해 세대 간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30 대를 

준거로 50 대 이상 나이가 많은 세대가 다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40 대와 

30 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이는 30 대와 40 대는 비혼에 

대한 태도가 차별이 없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젊을 수록 비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20 대를 살펴보면 회귀계수 -

0.423로 30 대에 비해 비혼에 대해 분명히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태도를 가질 경향이 있는 것도 보여준다. 고등학교학력에 비해 

중등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회귀계수 -0.225 로 

더 적게 나타난다. 대학학력과 그 이상의 사람은 유의도가 높은 수준에서 

회귀계수 0.087, 0.194로 고등학교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비혼에 지지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려준다. 

 

<표 7>성별	비혼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OLS)	

 모델 1 

(남녀전체) 

모델 2 

(남성) 

모델 3 

(여성) 

성별 (여성=1) 0.384***    

세대  (30~39 준거) 

20~29 -0.423*** -0.411*** -0.434*** 

40~49 0.031 0.083 -0.006 

50~59 -0.253*** -0.206*** -0.284*** 

60~69 -0.432*** -0.372*** -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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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0.543*** -0.456*** -0.615*** 

교육수준  (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225*** -0.118* -0.279*** 

  대      학 0.087*** 0.067 0.125** 

  대학이상 0.194*** 0.194** 0.220* 

사회계층 -0.066*** -0.049* -0.080***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       혼 0.561*** 0.647*** 0.480*** 

이혼/별거 0.463*** 0.557*** 0.396*** 

사       별 0.139** 0.621*** 0.121* 

지역(기타 준거) 

수도권 0.048 0.013 0.081 

충청권 0.070 0.071 0.073 

영남권 0.032 0.065 0.007 

호남권 -0.110 -0.066 -0.138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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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혼인상태, 지역변수는 남성과 여성이 비혼에 대한 태도에 차별이 

보이지 않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교육수준의 

효과가 더 뚜렷하다. 

    그런데 모델 1 과 모델 2 를 비교한다면 교육수준의 측면에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교육 수준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와 대학학력을 가진 

응답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중졸이하와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은 상대적 유의도가 낮으면서 

회귀계수도 여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를 보자면 사회계층과 혼인상태가 성차별에 따른 비혼에 대한 

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회귀계수 -0.066 로 사회계층이 

올라간다면 비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남성의 경우 

사회계층의 위치가 증가할 수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보여준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은 사회계층에 따라 비혼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또 한편 혼인상태에는 배우자있음을 

준거범주로 미혼, 별거나 이혼, 사별은 비혼에 대한 태도에 높은 유의도로 

차이가 나타난다. 배우자있는 자에 비하여 미혼자, 별거나 이혼, 사별의 

응답자들은 높은 유의도로 회귀계수 0.561, 0.463, 0.139의 정도 비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혼인상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지역별로 보면 성차별 없이 기타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간에 비혼에 대한 태도가 차별이 

없는 것을 알려준다. 단지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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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동거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분석 

ANOVA를 통해 성별과 동거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어 본다면 

P=0.0524로 성변변수가 동거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동시에 검증 결과에 따라 연령과 교육수준이 서로 동거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라 교육수준의 유의도가 사라진다. 

교육수준이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이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5>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해서 모델 적합도를 비교해 본다. 그 다음에 

동거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 변수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나누어 

동거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표 8>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동거에	대한	태도	위계적	회귀분석(OLS회귀)	

  모델 1 모텔 2 모텔 3 모델 4 

독립변수 

성별(남=0)     

여성  0.020 0.036 0.002 

교육수준(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187*** -0.005 

대      학   0.054 -0.022 

대학이상   0.09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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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30~39 준거)    

20~29    -0.271*** 

40~49    -0.060 

50~59    -0.361*** 

60~69    -0.478*** 

70~79    -0.509*** 

통제변수 

사회계층 -0.032* -0.032* -0.058*** -0.036**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       혼 0.573*** 0.574*** 0.516*** 0.516*** 

이혼/별거 0.503*** 0.501*** 0.507*** 0.502*** 

사       별 -0.023 -0.031 0.073 0.181*** 

도시권(기타 준거)    

수도권 -0.032 -0.033 -0.063 -0.046 

충청권 0.003 0.003 0.002 0.012 

영남권 -0.046 -0.046 -0.056 -0.042 

호남권 -0.101 -0.101 -0.111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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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ared 0.0515 0.0516 0.0571 0.0765 

Adj R-squared 0.0507 0.0507 0.0559 0.0749 

***p<.001 **p<.01 *p<.05 

 

<표 9>동거에	대한	태도	위계적	회귀분석(서열로짓회귀)	
    모델 1 모텔 2 모텔 3 모델 4 

독립변수 

성별(남=0) 

여성  0.051 

(1.052) 

0.077 

(1.080) 

0.021 

(1.022) 

교육수준(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365*** 

(0.694) 

-0.037 

(0.964) 

대학   0.051 

(1.052) 

-0.067 

(0.936) 

대학이상   0.140 

(1.150) 

-0.031 

(0.970) 

세대(30~39 준거) 

20~29    -0.476*** 

 (0.621) 

40~49    -0.087 

(0.916) 

50~59    -0.584*** 

(0.558) 

60~69    -0.818*** 

(0.442) 

70~79    -0.916*** 

(0.400) 

통제변수 

사회계층 
-0.050* 

(0.952) 

-0.050* 

(0.951) 

-0.092*** 

(0.912) 

-0.057* 

(0.945)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혼 
0.920*** 

(2.509) 

0.922*** 

(2.515) 

0.835*** 

(2.304) 

0.867*** 

(2.380) 

이혼/별거 
0.860*** 

(2.363) 

0.855*** 

(2.351) 

0.869*** 

(2.385) 

0.863*** 

(2.371) 

사별 
-0.101 

(0.904) 

-0.120 

(0.887) 

0.073 

(1.075) 

0.28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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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기타 준거) 

수도권 
-0.074 

(0.928) 

-0.076 

(0.97) 

-0.127 

(0.880) 

-0.099 

(0.906) 

충청권 
-0.035 

(0.965) 

-0.034 

(0.966) 

-0.039 

(0.961) 

-0.023 

(0.977) 

영남권 
-0.131 

(0.877) 

-0.132 

(0.877) 

-0.150 

(0.861) 

-0.127 

(0.881) 

호남권 
-0.213* 

(0.808) 

-0.213* 

(0.808) 

-0.235* 

(0.791) 

-0.203 

(0.817) 

Log likelihood -9326.683 -9325.905 -9299.206 -9209.16 

        ***p<.001 **p<.01 *p<.05 

 

<표 8>와 <표 9>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동거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다른 회귀모형을 이용해도, 5 점 척도이든 3점 척도이든 모든 

변수의 유의도와 방향은 일치도가 아주 높다. 따라서 동거에 대한 태도는 

두개의 회귀모형의 결과 중에 비혼에 대한 태도와 같이 OLS회귀의 결과만 

해석할 것이다. 

   OLS 회귀의 결과에 따라 4 개의 모델 중 모델 4 가 가장 적절하다. 즉, 

통제변수에다가 독립변수인 성별, 세대와 교육수준을 투입하면 종속변수 

동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델 1 에 

더해 성별, 세대, 교육수준을 하나씩 투입하여 모델4에 있어 모든 독립변수를 

다 포함되었는데 변수의 유의도가 달라지며 값이 바뀌지만 회귀계수의 

방향이 변하지는 않다. 이는 각 변수가 독립변수로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 특별한 부분은 교육수준의 

변화이다. 모델 3과 모델 4를 비교해 보면 연령 변수를 통제하지 않을 때 

고등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고등학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동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반면, 연령 변수를 통제하여 교육수준의 

효과가 사라진다. 그래도 모델 2 보다 모델 3 의 적합도가 상승함으로써 

교육수준이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사실 모델 3과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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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대비해서 이는 교육수준 변수가 동거의향을 영향하는 것은 연령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교육 시스템의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과 낮은 교육수준의 사람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다름없는 것이다.   

    남성보다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기반하면 여성이 상대적 탈전통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지닐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또 

하편 가족규범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동거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동거자는 결혼을 한 경우에 비해 제한된 법적 권리와 경제적 

문제 등을 경험한다(호정화, 2014; 이연주, 2008). 법적인 보호 없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양성관계에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어서 비혼상태의 동거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동거에 

대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회귀의 결과에 따라 앞에 ANOVA 검증결과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별로 없는 

바와 같이, 모델 1 에 더해 성별 변수를 투입해도 모델 2 의 적합도가 높아지지 

않으며 남성을 준거범주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남녀 간에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가 없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다.  

    세대를 보면 40 대와 30 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50~79세대에 

나이가 많을 수록 동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남녀전체의 20 대를 

살펴보면 회귀계수 -0.271 로 30 대에 비해 비혼에 대해 분명히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20 대와 다른 새대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20 대를 

준거범주로 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에 따라, 20 대에 비해 30 대와 40 대가 

높은 유의도, 회귀계수 0.271, 0.212 로 동거에 대한 입장이 더 지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50 대와 20 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60 대와 70 대는 높은 유의도로 20 대보다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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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동거의향에 관해 20 대가 40 대보다 더 부정적이고 

50 대와 비슷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밝힌다. 20 대의 동거에 대한 

보수성이 비혼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표 10>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OLS)	

 모델 1 

(남녀전체) 

모델 2 

(남성) 

모델 3 

(여성) 

성별 (여성=1)  0.002   

세대  (30~39 준거) 

20~29 -0.271*** -0.286*** -0.249*** 

40~49 -0.060 -0.004 -0.107* 

50~59 -0.361*** -0.332*** -0.388*** 

60~69 -0.478*** -0.410*** -0.545*** 

70~79 -0.509*** -0.416*** -0.597*** 

교육수준  (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005 -0.032 0.027 

  대      학 -0.022 -0.026 -0.016 

  대학이상 -0.015 -0.0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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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 -0.036** -0.036* -0.034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       혼 0.516*** 0.573*** 0.457*** 

이혼/별거 0.502*** 0.501*** 0.505*** 

사       별 0.181*** 0.313* 0.178** 

지역(기타 준거) 

수도권 -0.046 -0.008 -0.079 

충청권 0.012 0.076 -0.045 

영남권 -0.042 -0.021 -0.062 

호남권 -0.093 -0.012 -0.164* 

***p<.001 **p<.01 *p<.05 

 

        <표 10>을 보면 동거에 대한 태도의 세대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세대 간의 차별이 드러난다. 여성의 경우 전체의 추세와 비슷하지만 40 대 

여성이 회귀계수 -0.107 로 30 대에 비해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다. 이는 남성에 대비해 여성이 동거의 대한 생각이 연령의 영향에 더 

예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 대의 여성을 준거범주로 다시 OLS회귀를 한 

후 결과 20 대와 50 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20 대 여성과 50 대 

여성이 돈거에 대한 생각이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녀를 나누어서 분석해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거의향에 관해 교육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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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리 연구하는 독립변수 중 세대변수만 동거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인 지역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거에 대한 태도에 차별이 

나타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 사회계층이 높을 수록, 배우자 있으면 

동거의향이 부정적일 것이며, 여성의 경우 사회계층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배우자 있는 응답자가 다른 혼인상태의 응답자보다 동거에 대해  반대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계층은 남성만 영향하는 것이고 여성이 동거에 

대한 생각이 사회계층에 따라 변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4.2.3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분석 

    다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괜찮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표 11>과 <표 12>와 

같다. 위계적 회귀의 결과에 따라 4개의 모델 중 모델 4가 가장 적절할 뿐 

아니라 비혼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결과에 밝힌 바와 같이 그 어떤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의 매개변수가 아닌 독립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11>이혼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OLS회귀)	

    모델 1 모텔 2 모텔 3 모델 4 

독립변수 성별(남=0) 

여성  0.272*** 0.291*** 0.284*** 

교육수준(고등학교 학력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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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이하   -0.158*** -0.087** 

대      학   0.118*** 0.116*** 

대학이상   0.207*** 0.183*** 

세대(30~39 준거) 

20~29    -0.159*** 

40~49    0.027 

50~59    -0.029 

60~69    -0.092 

70~79    -0.216*** 

통제변수 사회계층 0.012 0.007 -0.028 -0.021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       혼 0.502*** 0.516*** 0.440*** 0.510*** 

이혼/별거 0.710*** 0.679*** 0.689*** 0.677*** 

사       별 0.048 -0.057 0.051 0.118* 

지역(기타 준거) 

수도권 0.086 0.081 0.04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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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0.017 -0.014 -0.013 -0.006 

영남권 0.021 0.020 0.009 0.014 

호남권 -0.166** -0.167** -0.177** -0.169** 

R-squared 0.0480 0.0608 0.0677 0.0710 

Adj R-squared 0.0472 0.0599 0.0665 0.0693 

 ***p<.001 **p<.01 *p<.05 

 

<표 12>이혼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서열로짓회귀)	
    모델 1 모텔 2 모텔 3 모델 4 

독립변수 

성별(남=0) 

여성  0.423*** 

(1.526) 

0.458*** 

(1.581) 

0.448*** 

(1.566) 

교육수준(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280*** 

(0.755) 

-0.158* 

(0.854) 

대학   0.182*** 

(1.199) 

0.177*** 

(0.194) 

대학이상   0.371*** 

(1.449) 

0.335*** 

(1.398) 

세대(30~39 준거) 

20~29    -0.221** 

(0.802) 

40~49    0.030 

(1.031) 

50~59    -0.026 

(0.975) 

60~69    -0.155 

(0.857) 

70~79    -0.384*** 

(0.681) 

통제변수 사회계층 
0.032 

(1.033) 

0.026 

(1.026) 

-0.033 

(0.968) 

-0.022 

(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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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혼 
0.787*** 

(2.196) 

0.816*** 

(2.261) 

0.699*** 

(2.012) 

0.794*** 

(2.213) 

이혼/별거 
1.159*** 

(3.188) 

1.122*** 

(3.070) 

1.146*** 

(3.147) 

1.123*** 

(3.073) 

사별 
0.057 

(1.059) 

-0.105 

(0.901) 

0.081 

(1.084) 

0.199* 

(1.221) 

도시권(기타 준거) 

수도권 
0.133 

(1.142) 

0.126 

(1.134) 

0.062 

(1.064) 

0.075 

(1.077) 

충청권 
-0.026 

(0.974) 

-0.021 

(0.980) 

-0.023 

(0.976) 

-0.012 

(0.988) 

영남권 
0.028 

(1.028) 

0.025 

(1.026) 

0.005 

(1.005) 

0.017 

(1.017) 

호남권 
-0.255* 

(0.775) 

-0.257* 

(0.773) 

-0.283** 

(0.754) 

-0.268** 

(0.765) 

Log likelihood -10011.34 -9953.99 -9917.76 -9901.787 

        ***p<.001 **p<.01 *p<.05 

 

<표 11>와 <표 12>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혼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다른 회귀모형을 이용해도, 5 점 척도이든 3점 척도이든 모든 

변수의 유의도와 방향은 일치도가 아주 높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태도는 

두개의 회귀모형의 결과 중에 비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와 같이 OLS회귀의 

결과만 해석할 것이다. 

    성별 및 교육수준과 이혼에 대한 태도는 앞서 살펴본 비혼에 대한 태도와 

비슷한 패턴이 드러난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등학교학력에 

비해 중등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회귀계수 -

0.087로 더 적게 나타난다. 대학학력과 그 이상의 사람은 유의도가 높은 

수준에서 회귀계수 0.116, 0.183으로 고등학교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이혼에 

지지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려준다. 세대의 경우 모델 3 에 

세대변수를 투입하여 모델 4 의 결과를 살펴보면 30 대에 비해 20 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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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의 이혼에 대한 동의 정도는 유의미하게 낮다. 반면 30대와 40대, 50대, 

60 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30 대~60 대의 중노년층의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가 없으며, 반면에 청년층인 20 대는  중년층보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것을 말해준다. 20 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20 대를 준거범주로 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에 따라, 20 대에 

비해 30 대와 40 대, 50 대가 높은 유의도, 회귀계수 0.159, 0.186, 0.130 로 

이혼에 대한 입장을 더 지지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60 대와 70 대의 경우 p=0.278>0.05, p=0.411>0.05 의 

수준에서 20 대와 비혼에 관한 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비혼에 대한 태도에 회귀분결과에서 나타난 패턴과 아주 

비슷하다.    

    비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회귀 결과 20 대와 6070 대 간에 유의미한 

차별이 없으며, 동거의 경우 20 대와 50 대 간에 유의미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 대가 단순히 30 대에 이어서 결혼가치관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가운데 가장 젊은 20 대가 결혼가치관에 있어 부정적, 

전통적인 경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 2015 년에 한국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57세이고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9.96 세이다. 

이 결과 20 대 가운데 결혼한 비율이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에 1,311명의 20 대 응답자 중에 배우자 있는 자는 147명, 이혼이나 

별거하는 자는 4명, 사별 경험 있는 자는 단 1명밖에 없다. 즉, 거의 90%의 

20 대 응답자는 결혼하지 않는 상태이고 결혼 경험이 있는 20 대는 다른 

20 대와 달리, 강한 부정적인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혼인상태를 

통제할 때 20 대는 비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아주 강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6070 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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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의 경우 사회계층과 이혼에 대한 태도는 앞서 본 동거에 대한 

태도와 비슷해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인상태 및 

지역과 이혼에 대한 태도는 비혼에 대한 태도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배우자 

있고, 호남권의 사람이 이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이 보인다. 

 

<표 13>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OLS)	

 모델 1 

(남녀전체) 

모델 2 

(남성) 

모델 3 

(여성) 

성별 (여성=1) 0.284***     

세대  (30~39 준거) 

20~29 -0.159*** -0.247*** -0.089 

40~49 0.027 0.040 0.024 

50~59 -0.029 -0.048 -0.015 

60~69 -0.092* -0.079 -0.122* 

70~79 -0.216*** -0.071 -0.368*** 

교육수준  (고등학교 학력 준거) 

  중졸이하 -0.087** -0.113** -0.037 

  대학 0.116*** 0.055 0.184*** 

  대학이상  0.183*** 0.13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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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  -0.021 -0.023 -0.016 

혼인상태(배우자있음 준거) 

미혼 0.510*** 0.553*** 0.470*** 

이혼/별거 0.677*** 0.759*** 0.631*** 

사별 0.118** 0.300** 0.164*** 

도시권(기타 준거) 

수도권 0.052 0.036 0.059 

충청권 -0.006 0.042 -0.054 

영남권 0.014 0.036 -0.016 

호남권 -0.169*** -0.192** -0.155* 

***p<.001 **p<.01 *p<.05 

 

    이혼에 관해 세대 간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30~79세의 사람 간에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안 보인다. 20 대의 남성은 

그보다 이혼에 대한 반대하는 태도를 밝힌다. 여성의 경우 비혼에 대해 

20 대부터 50 대까지 차별 없는 태도를 보였으나, 30 대를 준거로 60 대와 

70 대 여성이 회귀계수 -0.122, -0.368 로 30 대에 대비해 이혼에 대해 

뚜렷한 부정적인 태도를 알려준다. 다시 말해, 20 대의 여성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중노년층의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20 대의 남성은 이혼에 

대한 동의 정도가 중노년층의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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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가질 경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모델 2 과 

모델 3를 비교한다면 교육수준의 측면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교육 수준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와 대학학력을 가진 응답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남성은 회귀계수 0.135 로 

이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지한 것으로 알려준다.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중졸이하의 응답자가 이혼에 대한 동의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대학과 대학이상의 여성 응답자는 높은 

유의도와 회귀계수 0.184, 0.256 으로 이혼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미하게 

높다. 중졸이하와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은 상대적 유의도가 

낮으면서 회귀계수도 여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관해 남성보다 여성이 고등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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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 요약 

       ‘압축된 근대화’를 경험했던 한국에서 가치관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20 세기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인 극변을 겪은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변동이 더 크게 변화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가치관의 변동으로 이어졌다. 심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결혼과 가족에 관한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한국에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은 제 2 차 

인구변천에 노출된 흐름과 똑같지는 않다. 서구에서 초저출산, 출산과 결혼의 

무관계화, 비혼과 이혼의 급증, 동거의 유행 등 현상이 떠올렸다. 서구와 달리 

아시아의 경우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해 왔는데 결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등 현상이 떴다. 그러나 뿌리 깊은 전통적인 부계가족중심의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혼인에서 동거까지의 이동이 아주 느리다(Lesthaeghe, 2014). 

일본, 대만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결혼에 관한 가치관에 

비해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2010 년에 들어 경제적인 

압력을 느낀 젊은이들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결혼을 할까 말까 문제가 되었다. 결혼을 둘러싼 논의가 많아지면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에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인 결혼가치관은 성별, 

세대별, 교육수준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결혼의 기회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결혼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혼,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지닐 주장이 

있다. 동거는 비혼과 이론과 달리 더 복잡하다.  구체적인 결혼이란 규범에서 

벗어날 때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동거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거라고 주장된다. 세대에 관해 개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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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젊은층일 수록 성적 결합, 개인의 선택 등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근대화이론과 혁신전파이론에 의해 비혼, 

동거, 이혼을 비롯한 혁신행위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다른 

성원들에게 전파된다고 주장된다.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기존의 규범을 

벗어나 개인의 선택에 더 존중하고 관용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현재 한국인의 결혼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 기본적 요인인 성, 세대,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3가지 연구가설을 수립했다.  

    [연구가설 1] 비혼과 이혼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가치관은 

긍정적이다. 동거에 관해 여성의 입장은 남성보다 부정적이다. 

    [연구가설 2] 나이가 많아질 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부정적이다. 

    [연구가설 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이다. 

 

    연구 가설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1 에 “비혼과 이혼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가치관은 긍정적이다”는 부분은 지지되었고 “동거에 

관해 여성의 입장은 남성보다 부정적이다”는 기각되었다. 결혼가치관에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 혼인상태, 지역을 통제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를 

종속변수로 OLS 회귀를 했다. 그 결과 비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여성의 회귀계수 0.384 와 0.284 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76 

남성보다 여성은 비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결과는 동거에 대한 태도에 p=0.942>0.05 수준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동거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남녀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설 2 인 “젊을 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이다”는 기각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라 세대와 결혼가치관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맺었으며 

비혼이나 동거나 이혼이나 노년층은 중년층보다 부정적인 것도 틀림없다. 

20~79 세의 응답자 가운데 결혼가치관이 가장 긍정적인 세대는 30 대로 

뽑는다. 그러나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 대가 회귀계수 -

0.423, -0.271, -0.159로 p=0.000 수준에서 30 대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20 대가 30 대보다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인 것을 알려준다. 

    셋째, 가설 3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교육수준과 비혼과 이혼에 대한 동의정도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비혼과 이혼에 

대해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계적 회귀결과에 따라 독립변수인 세대를 투입해서 

교육수준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것보기에 

교육수준으로 인한 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가 사실은 교육수준의 차이때문인 

것이 아니라 세대 차이가 작용한 것을 의미한다.  

 

 5.2 논의  

    2015 년 한국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회귀분석을 통해 본문의 성별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비혼과 이혼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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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한국에서 아직도 결혼한 부부에게 가사 노동은 주로 아내의 몫이고 

게다가 가사노동은 다른 노동과 달리 경제적 성과가 안 보여서 자주 무시 

당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부들에게는 개인적인 만족감의 유일한 

원천인 가정에서 존중과 이해를 낮게 받는 반면에, 직장 여성들은 일-

가족양립이 어려워서 가사와 일의 부담을 함께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전통적인 비혼과 이혼 행위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선택이 남성위주의 가부정적 사회가 낳은 기존의 사회문제들에서 당할 

피해를 피하는 것이다. 이혼에 동의 정도 결과는 한국에서 이혼 및 별거 

제의자가 부인인 경우 66.7%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과 일치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예전에는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 의존하고 적자를 낳아야 삶을 누릴 수 

있는 결혼에 비해,  탈근대적 과정을 거쳐 오늘의 결혼은 정서적 낭만적 

사랑의 결합인 편이다. 이에 따라 혼인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여성에게는 결혼의 의미는 일종의 생계수단에서 벗어나, 삶에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혼인생활에서 불만이 있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술, 도박 중독이 발생할 때 여성은 꼭 참아야 할 필요가 없다. 

개인주의의 보편화도 이 해석에 뒷받침한다. 남편을 받들고 돌봄생활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동거의 경우 평균점수 2.49(만점 5 점)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다. 이는 기존연구의 결과에 

대비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과거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과 

이혼의 당위성에 대해 동의할 확률이 낮은 수준에서 보였으나, 동거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성향이 보여준다.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한국 사회에서 

성역할 규범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여성의 동거 격차가 약화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집착하는 사회적 기대가 줄어들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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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격차는 사라질 것이고 남성의 동거 격차가 여성과 같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Olga et al., 2012). 2010 년과 2015 년 가족실태조사 중에 성역할에 

관한 결과가 <그림 6>과 같다. 이 문항은 본문에서 고찰한 결혼가치관의 

문항과 같이 5 점척도로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점이고 “아주 그렇다"는 

5 점만점이다. 결과 5 년이 지나서 한국 사람들은 돌봄 책임, 가족부양 책임, 

남녀분업, 가사일 등 성역할 규범에 대한 기대가 비전통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6>2010,	2015년	성역할	기대	비교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년 가족실태조사 2016-10-05 

주석: 

1.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2.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3.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5.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전통 사상이 강한  가부장제 나라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역할 규범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여성은 혼인에, 남성은 일에 투자해야 한다는 

성역할 규범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하다. 오늘의 한국에서 남성의 경우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생계부양자(breadwinner)의 역할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여자보다 덜 의존적이고 관계 지향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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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예: Cross and Madson, 1997). 그래서 남성에게는 결혼을 하든 말든  

여성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성역할 

규범에 따라 혼인에서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취업여성과 맞벌이부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11 년까지 10 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같은 10 년 경력 남성에 비해 69.1% 수준의 임금만 받았다(황정미, 

2014; 김태흥 외, 2012). 이 젠더 임금격차는 남성이 성역할 규범에 맞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다시 확인해 주었으며 여성은 직장에 진출해도 남성만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 현실에서는 한국의 뿌리 깊은 성역할 규범을 

엿보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달리 동거가 탈규범적인 행위이니까 

여성 동거자는 성역할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편견을 당할 

것이다.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 

도서관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서 지적을 

받을 것이다. 이른바 잘못한 일이 아닌 그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생명은 

결혼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들 여긴다. 예를 들어, 비혼동거를 알게 된 주변 

사람은 둘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를 추측한다면 남자가 결혼이 싫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확률이 여성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혼인에 관해 사회는 여성을 쳐다보는 시선이 더 엄격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성역할 규범에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여성은 동거 격차에 대한 느낌이 약화되고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저절로 약해진다.  

    사람들이 세대를 논의할 때 자꾸 젊을 수록 비전통적인 태도를 지닐 

거라고들 생각한다. 과거의 연구 결과에도 비슷한 의견을 표출되었다. 

2015 년 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6070 대의 노년층은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 결혼가치관이 상대적 전통적인 편이다. 흥미로운 결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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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는 결혼가치관에 관해 예상치 못한 보수성격을 발견되었다. 비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는 30 대에 비해 20 대의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혼의 경우 20 대의 남성의 태도는 30 대의 남성보다 부정적이지만, 

20 대의 여성과 30 대의 여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20 대는 조사대상 중에 가장 젊은 세대이어서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에서 복역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거나 직장이 막 시작하는 경제적 

불안정한 시기이다. 결혼가치관에 관해 20 대가 사회학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보여주 듯이 정치분야에도 젊은 세대가 부정적이게 되었다는 것을 

많이 논의되었다.  1990 년대 출생 코호트 중 일부는 결혼의 당위성에 

동조하는 정도가 약하게 나타난 1960 년대 후반과 1970 년대 초반 코호트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모 세대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윤주, 2017). 이는 “세대간에 가치 

전승” 논의와 같은 맥락이다. 원래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가치는 

아주 일치했다(은기수, 2004). 출생률이 떨어짐에 따라 한 가족에서 소자녀화 

현상이 흔해졌다. 즉, 한 가족에서 자녀의 수보다 자녀의 질에 대해 더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이 전부의 심혈을 하나 둘밖에 없는 아이에 

기울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한테 성격, 가치관 

등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다. Inglehart에 따라  과거에 비해 비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연령규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 규범에 

있어서 연령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특히 여성들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한 의향이 낮게 나타난다(김정석, 2006).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한국 사회의 보수화담론이다. 2012 년 

대선결과가 나온 후에 대두된 한국사회가 보수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12 년 사이에 

이념성향의 보수화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드러난다(이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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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비록 2012 년에 한국사회의 보수적 조류는 주로 보수화 폭이 큰 

5060 세대가 만들어 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화 폭이 작은 2030 세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고 다소 보수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 중에 촛불세대(1988-1993년)와 월드컵세대(1979-

1987년)에 비해 나이가 많은 IMF세대(1970-1978 년)의 평균치 차이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한, 2013). 이 추세는 본문에서 보인 결론가치관의 

세대 차이와 아주 닮았다. 즉, 비혼, 동거, 이혼에 대한 태도의 OLS회귀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30 대에 비해 20 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말이다. 선거에서 보인 사회 전체적인 보수화 성향은 

사회문화적으로 결혼, 가족에 관한 가치관에도 반영이 되었다. 물론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 등 사건을 겪은 후에 2017년 대선결과로는 젊은 

세대가 강한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2015 년 후에 한국 

결혼가치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2 차 인구변천이론에 따라 여성 교육수준의 양상과 개인주의의 확산은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을 도와주고 결국 출산의 감소를 야기했다(Lesthaeghe, 

1995). 그리고 근대화이론에 따라 후기공업화된 사회에서 자기표현(self-

expression)은 바로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표시이다(Inglehart and 

Christian, 2005).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바탕으로 

자율성(autonomy)과 개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 자기표현(self-

expression)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페미니즘의 

확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이성용·황명진, 2014). 즉,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누군가의 아내와 누군가의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게다가 남녀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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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여 기존의 성역할 분화를 깨버리고 더 자유롭고 평등한 결혼생활을 

구축하였다. Inglehart의 연구에 의해, 높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나라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가치관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비혼과 

이혼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과 비혼, 이혼에 대한 태도는 정적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동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사회계층, 혼인상태의 다름에 따라 동거의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만, 

교육수준은 예측한대로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위계적 

분석결과를 보면 세대 변수를 통제하기 전에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교육수준의 영향이 출생 세대 등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혼전동거를 영향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초혼전에 동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혼전동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남성의 경우 문맹과 반문맹에 

비해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남성이 혼전동거를 하는 가능성이 26.9%수준에 

높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하이상의 교육수준의 남성과 문맹, 반문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u and Xie, 2017). 중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남성의 동거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말이다. 한국의 경우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교육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대가 젊을수록 

교육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세대와 교육수준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2015 년 가족실태조사의 결과 동거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보다 

세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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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연구의 제한점 

    논문을 마치기에 앞서 본문의 제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용해서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추이를 보이는데 세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역사 경험으로 인한 

코호트효과인지 간단한 연형효과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결혼가치관 추이, 세대별 결혼가치관 

추이에 대해  더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20 대는 미혼에 대한 태도에 보여준 

보수성은 생애주기효과인지, 코호트효과인지를 더 지켜봐야 한다. 

    둘째, 가족실태조사 자료의 제한으로 본문에서 회귀분석을 할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한계성이 많다. 예컨대,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 변수인 도시와 농촌, 종교유무, 부모나 다른 친척의 혼인상태 등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다소 동떨어진다.  

    셋째, 본문은 결혼가치관의 세대 차이를 고찰하려고 했으나, 세대와 

혼인상태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 특히, 본문의 20 대 연구대상 중에 

거의 90%가 미혼자이고 다른 혼인상태의 20 대는 합쳐서 10%쯤에 불과하여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를 통제한다면 20 대의 값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 20 대는 아주 강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세대간 결혼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혼인상태를 통제한다면 20 대와 다른 세대 간에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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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Korean’s Marriage Values 

by Gender, Generation and Education: Based on Korean 

Family Survey in 2015 
 

Cai Zhangli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ing experienced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Korean society enjoyed rapid 

economic and political fluctuations, in the mean time, Korean people's daily lives 

also experienced variable changes.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the pursuit of post-material values b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are challenging the 

normality of traditional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ost remarkable change in 

population in Korea is the low childbirth rate. There was also a decrease in the 

marriage and remarriage rate, an increase in the age of first marriage, an increase in 

the rate of cohabitation, divorce and early divorce. It is the variables related to family 

formation such as the decrease of marriage rate, the rise of first marriage age and 

divorce rate, and the propagation of the value of minority children that are regarded 

as directly cause of the lowest-low fertility rate. However, unlike the second 

population change in Europe, out-of-wedlock births and cohabitation did not appear 

to be a common phenomenon in Korea, but it did mark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marriage and divorce. As marriage is still a basic unit of family in Korea, we can see 

that it is significant to study marriage values now.  

 

The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Korea were estimated to be significant by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vel, as demographic variables(Eun, 2001).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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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women tend to avoid marriage due to an increase in the opportunity 

costs of marriage, thus they have argued possess a more positive stance on non-

marriage and divorce. When it comes to extra-marriage cohabitation, it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non-marriage and divorce. It is argued that women take a 

more cautious attitude towards cohabitation, because they would be criticized more 

than men when they break or deviate the norm of marriage.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Korean society have changed according to 

gender, generation, and education level, OLS regression and ordered logit regression 

were taken in this thesis, where gender, generation, and education status a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Koreans’ attitude towards non-marriage, cohabitation, and 

divorce are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some results were different from expected and previous studies. First, 

it was found that women took a more positive attitude than men toward non-marriage 

and divorce, bu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tion and marriage values, and it is certain that older 

people are more negative than the younger on non-marriage, cohabitation and divorce. 

However, among the respondents aged 20 to 79, the most positive age group for 

marriage values was those are 30s. In other words, the 20s, younger group tend to be 

more negative than the 30s.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more likely 

it is to support non-marriage and divorce, but the level of education does not affect 

the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It seem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attitudes to 

cohabitation by different education level, but it is not because of differences in 

education levels, but because of genera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keywords: Marriage Value, Gender, Generation, Education,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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