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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자녀의 출산

과 양육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국

내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40

대 후반 이후 소폭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1980년대 후

반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국가

적 수준에서 여성의 노동과 공보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자녀 출산 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녀

를 제대로 양육해줄 양육자와 기관의 부족을 절감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과정은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 

사건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장,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정에 

놓여있는 여성의 삶을 ‘엄마되기’의 과정으로 명명하고, 출산과 육아라

는 생애 사건을 겪으며 일을 그만 뒀거나 그만 둘 고민을 한 고학력 중산

층 여성들의 자녀 양육 경험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주로 수도권 고학력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엄마되

기’과정의 한 가지 전형을 밝힌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산 이후의 경험은 ‘엄마되기’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

둘째, ‘엄마되기’ 과정에서 학습의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에 연구자는 ‘일을 그만뒀거나 그만둘 고민을 했으며, 미취학 영·유

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수도권 거주 고학력 중산층 여성’ 10명을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고,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한 면담자료를 분석해 

①‘엄마되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 ②‘엄마되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습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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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이전

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그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것

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산이 취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의 시기를 조절하고, 임신을 계획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자녀의 출산 이후 복직을 미루거나 복직을 포기

하기도 한다.

자녀를 기르며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의 변화 역시 크게 느낀다. 동네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아이를 키우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요즘 육아는 가

정에서 전담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외출했다가 따가운 시

선을 받고, 자기검열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비에 익숙해진

다. 현대 사회에서 아이와 엄마의 존재는 돈을 쓰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소

비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다

양한 놀이 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동시

에 계획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현 시대의 유아 사교육을 누구나 다 하는 일

이라고 평가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사람이나 시스템을 찾는 것에서도 어

려움을 토로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등장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

학적인 지식을 이전 세대의 양육 지식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종종 윗 세대와 갈등을 경험했으며, 믿고 

맡길 양육자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동 보육과 교육 인프라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양육자와 양육 시스템을 찾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이를 길

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출산 이후의 경험을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

의 어려움, 시대적 변화,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의 부재 등을 체감한다. 그

들은‘어머니’로서의 삶을 새롭게 조직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조건을 이

해하고, 사회적·시대적으로 적절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현 

시대의 ‘엄마되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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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 양상은 조율, 습득, 기획으로 구분된다.

조율은 여성이 스스로에게 “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

면서 시작된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도 하고,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도 한다. 일을 그만둔 연구참여자들은 

본인 외에는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고, 자신이 전담해 자녀를 기르는 것

이 보다 경제적이며, 본인이 남편에 비해 자녀 양육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

아보기 용이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을 맡았다. 일을 지속하

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나’의 삶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유

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투과된 연구 참여자들의 욕망은 =자녀에

게 ‘멋진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현대 어머

니들에게 부과되는 좋은 어머니 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는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일

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을 조율하며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었다.

습득과 기획의 양상은 여성들이 자녀의 삶을 위해 정보를 습득하고 자녀

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드러난다. 정보 습득은 전문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

과 영상,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녀교육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

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과 영상을 읽으며, 처음

에는 무작정 따라해 보고 이후 타협과 변주를 통해 본인과 아이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간다. 또한 그들은 맘카페, 출신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들과 소통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소통을 나눴다. 

자녀교육기관 역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 중 하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식단, 시설 등을 두루 평가해 자녀교육기관을 선

택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과 소통하고 기관에 의견을 개진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관리 양상은 지식에 기반한 성장발달 관리, 체계적

인 시간 관리, 취학으로 이어지는 장기 계획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드러

난다. 연구참여자들은 식사와 수면이 자녀의 신체발달과 직결된다고 생각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자녀의 식사와 수면을 관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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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와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자리잡으면 빈 시간은 놀이 시간과 학습 

시간으로 채웠다. 자녀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엄마의 주도 하에 다

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필요한 경우 사교육을 활용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

녀 관리는 취학을 염두에 둔 장기계획으로 이어진다. 이 계획은 자녀의 흥

미, 적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양 등을 고려해 수립되었다. 

엄마가 된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양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 됨을 기획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에서 갈등과 혼

란을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혼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를 관리하고, 때로는 

외부적인 상황과 타협하며 자신의 삶을 구성했다. 이들의 ‘엄마되기’ 과

정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적절한 현대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학습의 과정이

다. 

본 연구는 여성의 성인기 이행 시기에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진입과 퇴

장,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의 양

상을 ‘엄마되기’ 과정으로 탐구하였다. 현대 사회 어머니들이 경험과 배

움을 통해 엄마로서의 삶을 조직해나가는 모습을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함

으로써,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학습자 연구에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대 엄마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밝혔다. 이는 이 시기의 자녀를 낳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정

책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

녀를 둔 엄마들의 학습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학부모 연구가 학교라는 정규

교육기관을 넘어 다양한 장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주요어 : 엄마되기,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 노동시장 퇴장, 학부모, 행

위자성, 학습

학  번 : 2019-2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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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근대 이후 여성의 학습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러

한 흐름에 발맞춰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크게 늘었다. 여성의 고등교

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이정희, 2017). 이후 여성

의 대학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해 2000년에는 60%를 넘겼으며, 2006년부터

는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넘어섰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18년 73.8%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 연도 남성의 대학 진학률 수치에 비해 7.9%p 높다

(통계청, 2019). 여성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2003년 24.7%p에서 2018년 19.9%p까지 감소하였다(통계청, 2019).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녀의 출

산과 양육이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하며 일과 가정, 두 곳 

모두에서의 역할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여성들이 느끼는 일-가정 갈등

(work family conflict)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김현정, 2012). 그렇기 때문

에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이 많아졌지만, 노동

시장을 빠져나가는 여성 역시 꾸준히 존재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관심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담론이 등

장했다. 통계청에서 11,406,08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력단절 여

성1)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확인해보면 전체 표본 중 35%의 여성이 결

혼 이후 이어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

둔 경험2)이 있었다(통계청, 2019). 전체 응답자 여성의 29.9%가 결혼 경험

이 없음을 고려해보면, 결혼을 경험한 여성 상당수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상황3)까

1)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

2) 이중 현재도 비취업 상태라고 응답한 여성이 19.2%, 현재는 취업 상태라고 응답한 여성
이 15.8%를 차지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더 교묘해진 회사의 퇴사 압박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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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려해 보면, 이 같은 어려움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그래프 형태로 그리면 M자형 곡선의 형

태로 나타난다. M자형 곡선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에 여성이 노

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가 여성의 생애주기 

중 결혼·출산·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정희, 

2017). 경력단절은 고학력 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고학력 여성 취업률

은 고학력 남성 취업률과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경력단절 이후 이전 수준

의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하향 취업하는 여성의 수 

역시 상당하다(정희연, 2009; 조소연·임예윤, 2015). 때문에 고학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력단절 후 M자형 곡선과는 달리 노동시장에

서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L자형 곡선으로 나타난다(손서희·이재림, 2014).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 및 개정(1995), 모자복지법 제정(1989), 근로기준법 개정(1989)으로 

평등한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규정한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개정(1995), 국가공무원법(1994) 및 고용보험법(1995) 개정을 통

해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박채복, 

2017). 또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돌봄 방식 재구조화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마경희, 2008), 이에 육아의 사회화

에 대한 요구 역시 거세다. 한국의 보육정책 역시 보육률, 서비스 확대, 보

육비 지출 증가 등에서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

내의 보육정책은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 ‘공보육’, ‘국가책임보육’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과 공급 주체, 그리고 서비스 관리자로서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모호하다. 대부분의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주 공급체계가 질이 낮고 영세한 보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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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윤정, 2015).

송유미·이선자(2016)는 Q방법론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 기피 요인을 분석하였

다.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유형은 ‘양육 비공유형’

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제대로 자녀를 양육

해 줄 양육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들의 저조한 육아 참여와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와 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출산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인 유형은 ‘직장 내 일 가정 양립 미흡형’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출산 정책이 사회적·공적 자원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드러난 유형

이다. 전체 참여자 중 70%가 이 두 가지 유형을 선택했다. 이 결과를 통해 

상당수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맡길만한 양육자와 양육기관이 없다는 점, 일

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보육의 성장은 육아에 

대한 어머니들의 부담 완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노동시장 진입(취업)과 가정 만들기(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는 성인이 되기 위해 성취해야 하는 생애사건으로 꼽힌다. 통상적으

로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은 공식 교육 이수, 취직, 결혼과 출산으로 이

어지는 세 단계를 거침으로써 완성된다(안선영·김희진, 2012; 이상직, 

2020). 이러한 세 가지 이행은 서로 맞물리며 한 사람을 가족과 사회에 의

존하는 사람에서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성인으로 옮겨가

게 한다. 때문에 성인기라는 근대적인 생애 시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과 가족이라는 두 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

입과 퇴장 과정을 조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 사건들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워킹맘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여성

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과정을 조망할 때에, 결혼, 출산, 육아라는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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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조사는 막내 자

녀가 초등학생인 워킹맘 가운데 50% 가량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

으며, 막내 자녀가 중, 고등학생인 워킹맘의 39.8%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퇴직을 고민했다고 밝혔다4). 이 결과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출산

이라는 생물학적 사건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교육이라는 사회문화적인 사

건과 크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이 생

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됐

으며, 때문에 경력단절 논의는 자녀 출산 직후 이루어지는 육아 과정에 관

심을 집중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는 것은 자녀를 기르는 과정 전반에 걸

쳐서 고려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은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 보다 구

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성이 경험하는 출산과 양육 과정을 여성의 생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읽어내려는 연구는 드물다. 엄마되기에 관한 기존 연구는 ‘혼란’과 ‘성

장’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이은경, 2018; 신송이, 2017). 기존 연

구는 좋은 부모와 나쁜 학부모, 가정에 충실한 좋은 엄마와 일을 쉬지 않

는 유능한 여성 등을 담론적인 층위에서 대립시키고 그 사이에서 개인이 

겪고 있는 혼란과 성장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

의 삶에서 상당히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을 현대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개

인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 노동시장 내에서의 나와 가정 내에서의 

나 사이에서 생겨나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녀의 일상을 어떻게 기

획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살피지 못하였다.

‘엄마되기’는 임신 이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거치며 여성이 자

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주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

4) ‘82년생 김지영’, 자녀 ‘초교 입학’ 때 가장 큰 위기 KB금융경영연구소 ‘2019 한
국 워킹맘 보고서’… “가족 지원 절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8917&code=61141111&cp=nvhttp://news.km
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8917&code=61141111&cp=nv

퇴사?…워킹맘, 아이 초등 입학 때 가장 고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82210025&code=9406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8917&code=61141111&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8917&code=6114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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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진입과 퇴장,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정에 놓여있는 여성의 

삶을 엄마가 되어감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학습은 인간이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과정이자 방식 그 자체이며, 인간을 자

신의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다(강

대중, 2012). 강대중(2013)은 평생학습의 ‘평생’을 ‘학습’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삶, 생활, 인생과 동의어인 명사적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고 보았다. 이를 통해 평생(삶, 생활, 인생)과 학습이 맺는 역동적인 관계5)

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은 좋은 부모와 나쁜 학부모, 

가정에 충실한 좋은 엄마와 일을 쉬지 않는 유능한 여성이라는 담론 속에

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다양한 행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다. 또한 학습은 단절의 시기로 이해되어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 경력

단절의 기간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는 출산과 육아라는 생애 사건을 겪고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고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의 자녀 양육 경험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인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유예

하거나 다양한 자녀교육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빈틈없이 자녀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여성들에 주목하여 현 시대 속 엄마와 학부모의 한 가지 전

형을 찾는다. 일과 가정을 오가고 있는 여성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엄마되기’의 과정, ‘엄마되기’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를 밝히고, 

자녀의 영·유아기 시기에 이루어지는 현대적 모성 담론을 바탕으로 한 다

양한 수행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엄마되기’ 과정에 편재하는 

다양한 담론들 속에서 이들이 어떤 학습 주체로 탄생하는지 밝힌다. 본 연

구는 학습하는 부모라는 새로운 ‘학부모’ 주체의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학교에 포섭되어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다루어졌던 학부모 담론에 

5) 이 역동적인 관계는 ‘삶에서 길어올린 학습’과 ‘삶을 길러내는 학습’이라는 은유로 
표현할 수 있다. 전자는 학습의 소재와 내용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삶에서 비
롯된다는 측면을, 후자는 학습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삶에 자연
스럽게 다시 스며드는 측면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에서 중
요한 것은 삶과 생활, 인생이 되고, 평생학습의 소재와 내용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강
대중, 2019; 강대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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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산 이후의 경험은 ‘엄마되기’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엄마되기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을 새

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이 결혼 이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새롭게 경

험한 사건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핌

으로써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의 ‘엄마되기’ 과정이 어떤 시대적 조

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엄마되기’ 과정에서 학습의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본 연구는 ‘엄마되기’ 과정을 임신 이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거치며 여성이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주조하는 과정으로 본다. 엄마들

은 자녀를 낳고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학습 주체로 거듭난다.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 사이에서 여성이 엄

마라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과정,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단기적·장기적인 맥락에서 자녀의 삶

을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현 시대의 엄마들이 실천하고 있는 ‘엄마되

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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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

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일

을 그만둘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에 집중하

고 있는 여성들을 주목한다. 현대의 엄마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

보를 꾸준히 학습하며, 그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기도 

하고 다양한 자녀교육 서비스를 소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학습을 통해 시대에 적절한 학부모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임신, 출산, 엄마되기, 학부모되기로 이어지는 여성의 생

애 과정에서 지속되는 학습을 살피는 것은 학습을 통한 새로운 학부모 주

체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절은 현대의 엄마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그들의 삶을 적절하게 이해하

기 위하여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한다. 먼저 모성과 모성 이데올로기 개념, 

그리고 현대에 들어 엄마들에게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과학적 모

성, 집중적 모성 개념을 살핀다. 이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단절 논

의 전반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대 여성들이 노동시장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처해있는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2000년대 이후 학부모를 다룬 국내 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부모 주

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 새로운 어머니상(像)의 형성

1) 모성과 모성 이데올로기 개념

모성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정신적, 육체적 성질 또

는 본능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성은 통상적으로 여성이 어머니가 될 때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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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자 생물학적인 본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모성을 

다룬 여성학 분야의 많은 저작은 모성이 여성의 본성이라는 것은 허구이

며, 모성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그 양상을 달리하며 

구성되고 있는 규범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한다(Badinter, 1980; Thurer, 

1994; Beck-Gernsheim, 2006; 이재경, 2003; 조은, 1998; 이선형, 2011; 채성

주, 2009; 사카가미 다카시, 2019). 윤택림(1996)은 모성을 어머니의 정체성

(Identity), 섹슈얼리티(Sexuality), 어머니 노릇(Mothering)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즉 모성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과정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사회적·문화적 제도의 구성물에 가까우며,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

화되어 온 개념이다(이보선, 2015).

모성이 어머니가 되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선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적·문화적 제도의 구성물이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은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좋은 어머니에 대한 여성의 신념은 “문

화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사회에서 규범으로 공유되는 신념”이다

(Brown, Small & Lumley, 1997: 197; 이진희·배은경, 2013에서 재인용). 때

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신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도화되고 문화

화된 규범에 맞추게 된다(이진희·배은경, 2013). 이때 ‘어머니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모성에 관한 제도화된 규범을 모

성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모성은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역할을 규정

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다(방희정, 2009; 윤택림, 

2001).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 규범을 학습해가는 과

정이다. 어머니들은 때로는 이 규범에 순응하고,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학

습과 자기규제를 반복하며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성을 습득한다.

2)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의 등장과 특징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은 서구의 근대화 이후 등장한 모성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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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성의 개념은 17~18세기에 등장한 아동 개념(Aries, 1973)과 비슷한 시

기에 출현했다. 아동이라는 개념의 구성이 시작하던 1760~1770년 사이 부

모에게 새로운 방식의 애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사유도 이 시기부터 시작했다(Badinter, 

1980). 어머니는 아기와 아동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 자신의 희생도 불사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게 모유를 수유했고, 아이를 옭아매던 속싸개를 풀어 아이를 쓰다듬

었다. 이는 이전과는 달리 아이를 향한 새로운 사랑의 형태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아이에게 헌신해야만 했다

(Bandinter, 1980). 어머니 역할은 점점 더 여성의 고유한 활동이 되고, 

“여성은 본질적으로 (때로는 오로지) 모성을 바탕으로 정의된

다.”(Beck-Gernsheim, 2006; 75)

18세기에 등장한 이 새로운 모성상은 이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화

와 변형을 거쳐왔다(Badinter, 1980). 20세기 초 자녀에게 헌신적인 어머니

라는 흐름 속에서 어머니의 책임은 더욱 크게 확장됐다. 이 시기에는 ‘자

녀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성 본능만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양

육할 수 없으며, 자녀의 양육에 가장 최근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야만 한

다’는 독특하고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Thurer, 1994). 19세기 후반과 20

세기 초반을 거쳐 놀랍도록 발전한 기술적인 합리성이 ‘과학적 원리’라

는 모습으로 사적 영역인 가정에까지 전파된 것이다. 과학과 무관한 영역

으로 여겨졌던 가정의 영역에 과학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육아를 근대화하

고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여성학자들은 이를 ‘과학적 모성

(Scientific mothering)’이라고 명명했다.

국내에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과학적 모성 담론이 유입되었다. 

과학적 모성 담론 하에서 어머니는 확실한 자녀교육의 책임자가 된다. 지

난 몇십 년간 국내의 모성과 육아에 관한 과학적 담론은 끊임없이 변화하

는 사회의 모습(예컨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을 반영

하여, 크게 현모, 극성 어머니, 프로 엄마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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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재경, 2003). 세 가지 유형의 어머니 모두 과학적 모성 담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현하지만, 현모는 위생학과 규율 지도에, 극성 어머니는 

교육 지도에, 프로 엄마는 상업화된 지식을 소비하는 것에 모성 역할을 집

중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전개과정을 통해 “자녀 중심적이고 

감정 소모적이며, 노동집약적이고 소비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

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이재경, 2003; 153).

과학적 모성은 산업화라는 사회 변동과 핵가족화라는 가족 구조 변동의 

흐름 속에서 가정으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산업화 시대의 여성은 “더 높

아진 가족 수입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서 더 잘 통제되고, 더 평화로우며,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왔다(마리

아로사 달라 코스따, 2017; 10). 이 시기에는 소비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성들이 직접 소비재를 생산할 필요가 없었다. 가

정 내 여성의 일은 가장의 임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다음 세대를 사회화

하는 일로 변화했다. 산업화 시대 이후 과학적 모성의 등장 이후 가사노동

은 평가절하되었고, 반면 육아는 전문성을 획득해야 하는 노동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다(Apple, 1995).

20세기부터 육아에서 전문성만큼이나 강조된 것은 어머니의 집중적인 사

랑과 보살핌이다. 자녀가 어머니의 집중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는 생각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등장한 아동과 모성애 개념으로부터 출발했

다. 이는 여성의 직업세계 진출이 활발해진 요즘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진다. Hays(1996)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집중적인 어머니 노

릇에 대한 신념을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Intensive Mothering Ideology)

라고 정의하였다. 이전 시대에는 단순하고 에너지와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자녀 양

육에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기술, 어머니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근래의 일이다(Hays, 1996). 

집중적 모성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Hays, 1996). 첫째, 자녀의 성

장에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며, 자녀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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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질의 자녀교육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고 이는 전문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아이는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소중하게 길러야 한다. 이때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

적 애착 관계 형성은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과학적 모성, 전문적 모성 등의 모성 이데올로기는 산업화 이후 등장한 

근대적인 가족 형태인 핵가족이라는 조건 속에서 빠르게 가정에 침투한다. 

국내에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서구의 근대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유입되었다. 7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자녀 수가 

감소한 상황(서선희, 1999)에서 과학적 모성과 전문적 모성이라는 모성 이

데올로기는 쉽게 가정으로 스며들었다.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 담론은 

아동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이고 정밀한 

돌봄을 기반에 두고 있다. 이러한 돌봄은 끊임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체득

하는 보호자, 아동의 곁에서 24시간 밀착하여 돌보는 보호자를 전제로 한

다. 

이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한 수행은 2000년대 이후 현대 ‘엄마들’의 모

습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육아 방식을 체득하고 아동에 대한 밀착 

돌봄을 바탕으로 하는 육아 ‘전문가’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전문적

이고 과학적인 양육이라는 개념과 그로부터 시작된 세분화 된 지식은 여성

들에게 생물학적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한다(최은영, 2014). 이제 엄마들은 과학적인 모성 실

천을 촉발하는 다양한 상업화된 지식을 학습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거듭난

다. 현대 사회의 모성은 체계적인 지식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외부의 다

양한 양육방식을 학습하고 소비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모든 시기는 체계적인 지식의 학습과 소비가 일상이 된 현대

의 모성 담론 속에서 학습을 통해 시대에 적절한 학부모 - “부모됨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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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시간이다(강대중, 2020; 12).

그런데 19세기 이후 등장해 강화와 변형을 거쳐온 과학적 모성 담론에는 

두 가지의 모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모순점은 과학적 모성이 규범적으

로 상정하고 있는 전문적인 어머니의 ‘전문성’에 존재한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과학적 모성 담론을 체현하고 담론 내 규범을 꾸준히 수행한 어머

니는 소위 ‘프로 엄마’가 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모성 담론에 의해 형성

된 어머니의 전문성은 경험을 통해 한 개인, 한 집단 내에 축적되는 일반

적인 전문성 개념과 다르다. 과학적 모성 담론을 받아들인 어머니가 스스

로를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주체로 설정하는 순간, 기존에 본인이 가지

고 있던 지식의 권위는 하락하기 시작하고(이재경, 2003), 사회적으로 전수

되는 양육 지식은 폐기된다(최은영, 2014). ‘전문적인 어머니’는 여성이 

어머니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부적인 개

념이다. 육아에 관한 정보는 점점 더 전문가의 판단과 연구에 의해 축적되

었고, 어머니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식의 권위는 줄어들었다.

두 번째 모순은 과학적 모성 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어머니와 20세기 이

후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현대의 모성 담론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이고 정밀한 돌봄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돌봄은 아

동 곁에 항상 존재하는 어머니를 상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근대적 산업화 과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는 제한된 숫자의 아이를 낳고 기른 후 일터로 돌아가는 어머니 모

델을 강조했으며(이경아, 2009),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남성1인생계부양

자-여성전업주부’ 모델에 기초한 전통적인 젠더 보상체계가 급격하게 무

너졌다(조주현, 2013).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고 가정이 자본주의적 생산성 

향상의 도구가 되면서 근대의 사회조직은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과 이상

적인 어머니의 규범을 동시에 생산한다(김보성 외, 2014). 여성들은 노동시

장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 간의 괴리를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

에 집중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에 집중하여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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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모성 담론은 아동이라는 개념의 확립, 핵가족모델 형성 등을 거

쳐 서구사회에서 먼저 형성되었다. 국내에서는 개화기와 일제 식민 지배 

시기를 거쳐 근대적 모성 담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대적 모성 담론 형

성 초창기에 전업주부는 계급적인 특권을 지닌 존재였으며, 가정중심성

(Domesticity)은 중간계급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었다(Williams, 2000; 조주

은,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이 이상적인 가족 

모델로 정착하게 되면서 여성이 가정에 속박되는 결과가 탄생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현재에도 여성이 과도한 책무를 져야 하

는 현실로 남아있다. 1차적인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노릇을 강조하는 과학

적 모성(Scientific mothering), 집중적 모성(Intensive mothering) 담론 속에

서 여성은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노동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야 한다(Hays, 1996). 

과학적 모성,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 간에 존재하는 기

존 성별 위계를 재생산하고 산업 자본주의 유지에 공헌한다는 평가를 받는

다. 이런 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좋은 어머니’, ‘훌륭한 어머

니’ 모델은 여성 개인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 아니며, 가부

장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일조하고 중산층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이재경, 2003).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성 이데올로기가 기존 가부장적인 체제를 답습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는 것이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을 실천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을 문제적이라고 평가하기 이

전에 담론 실천의 구체적인 양상과 담론의 작동 과정, 담론의 수용과 거부 

양상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벡 게른하임(Beck-Gernsheim, 2006)은 어머니 역할의 부상이 여성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보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에 일조하게 된 어머니들은 남성과 달리 육아를 위해 자아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 내 어머니 역할의 권위 자체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기도 한다. 모성이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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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며 어떠한 규범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성이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담론 속에 존재하는 어머니라는 행

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범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규범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선택에 대한 평

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즉, 규범의 적절성과 규범으로 인한 개인

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두 가지 결과로 규범의 변화

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규범의 작동과 개인의 선택은 뒤엉켜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규범의 작동으로 인한 행위(주체의 구성성)와 개인의 선택에 따

른 행위(주체의 행위성)의 구분이 모호해진다(조주현, 2013). 모성이라는 개

념 역시 주체의 구성성과 주체의 행위성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 때

문에 모성을 규정하고 관찰하고 연구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담론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 내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 수행이라는 주

체의 행위 측면을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성인으로의 이행이라는 근대적인 생애 경로를 살피기 위해서는 가정 만

들기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축을 핵심적으로 살펴야 한다(이상직, 2020). 여

성의 노동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에 이루

어지는 여성들의 자녀 양육 경험과 부모 되기 과정 등과 더불어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여성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

장 과정을 중심으로 살핀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장하는 과정에

서 어떤 사회적인 조건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력

단절 담론이 현재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있는지를 다룬다.

1)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등장

‘고학력 여성’이라는 호명은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인력을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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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 시작한다. 대졸 이상을 일컫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전문대 이상

을 포괄하여 사용하거나, 석·박사 학위 취득자 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수곤, 1994; 이효수, 1986; 김선복,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여성

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일컫는 것이 통상적이다(김선복, 2010).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여성에 대한 성별 격차의 완화라는 사회적인 변인과 

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와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라는 개인적인 변인이 만나 

시작되었다(박경아, 2014).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대 초반 대학 정원의 증가 이래로 

크게 증가했다(이정희, 2017; 김선복, 2010). 2000년에는 60%를 넘겼으며 이

후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소폭 하락했다. 2006년부터는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넘어섰으며, 남성의 대학 진학률에 비해 낮은 하락

세를 보인다. 2018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3.8%로, 남성의 대학 진학률

보다 7.9%p 높다(<그림 Ⅱ-1> 참고). 여성의 고학력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흐름이며, 시대의 새로운 조건이다. 지식중심사회의 도래로 지적능력과 창

의성 등의 역량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 인력 지위를 정립

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림 Ⅱ-1> 2000년 이후 한국의 대학 진학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고학력 여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

만, 취업 이후 여성이 노동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성의 대학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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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및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대졸 이상 여

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며, 그 중 특히 대

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박경아, 

2014),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결혼과 임신·출산 등이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규정한다. 

결혼 후 임신, 출산, 양육은 전 세계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의 가장 

크고 중요한 요인이다(김선복, 2010).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25~29세에 

가장 고용률이 높았다가 30대를 거치며 고용률이 낮아지고, 45세 이후 고

용률이 다시 소폭 증가하는 M자형 구조로 드러난다(<그림 Ⅱ-2> 참고). 이

는 남성과 유사하게 역U자형 구조6)를 보이는 주요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

동 참가율과는 다른 형태이다.

<그림 Ⅱ-2>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2018년)

만혼화와 출산율의 저하, 비혼의 등장 등은 여성들이 결혼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등장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2, 30대 여성

들이 과거보다 결혼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

한다(이재경·김보화, 2015).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6) 2~30대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40대 이후 점차 완만하게 하락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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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은 고학력 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손서희·이재림(2014)은 전

문직 및 관리직에 종사 중인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이 타 직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승현·박영일(2017)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여성관리자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고학력 30대 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을 분석했다. 여성관리자들의 퇴사 사유는 업무 과중과 자

녀 돌봄이었으며, 2012년, 2014년을 거쳐 점차 자녀 돌봄의 비중이 커졌다. 

‘결혼이나 출산을 준비하기 위하여’에 응답한 비율까지 합치면, 자녀에 

관한 사유가 전체의 1/3을 넘게 차지한다. 

고학력 여성들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하향 취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한다. 조소연·임예윤(2015)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고학력 여성

이 비정규직으로 하향취업 한 경험을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산과 육

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도 자녀와 가족을 먼저 고려하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조소연·임예윤, 2015; 150).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이라는 현상은 

결혼과 이후 이어지는 임신, 출산, 육아라는 일련의 생애 사건과 여성의 일 

사이의 갈등에 의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엄마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과 선택은 학력이나 

직종을 가리지 않으며, 고학력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다시 취업하

지 않거나, 하향 취업 하는 경향을 보인다(정희연, 2009). 

안선영 외(2011)는 여성들이 직업에 임할 때 사회구조 안에서 열정을 갖

고 도전하기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청년 여성들의 경우 

동 세대 청년 남성들에 비해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취업 이후에도 일을 오래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적었다. 청년 여성들은 결

혼과 출산 육아를 커리어 단절의 문제라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에서 어떤 협상력을 가질 것인지(170)”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적 영역인 

가족과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을 분리하는 근대적인 이분법은 여성에게 가

족과 노동 시장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강요한다.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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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노동자 규범 속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

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이재경, 2015).

200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박수미

(2002)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사

실이지만, 이러한 결과가 곧바로 여성들의 취업 연속성의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성들의 취업(노동시장 진입)과 취업 중단(노동시

장 퇴장)의 양상에서 세대 간의 구별되는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출생 

코호트나 학력 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결혼, 출

산, 어린 자녀의 유무 등과 같은 생애사건들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

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서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 사건은 세대나 학력 수준과는 관계 없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1998년에서 2002년에 최종 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일자리 이력을 통해 경

제 위기와 여성 노동, 그리고 여성 노동시장 구조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

한 김이선·이상직·권현지(2019)의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담론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출산이 생물학적

으로 여성만 담당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은 쉽게 정당화됐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들에게도 내면화되었으며, 노동시

장에서의 정당한 보상과 지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중산층 부부 중

심의 가족 모델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고자 했다(김이선·박

경숙, 2019).

여성의 교육 수준은 몇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진 것

은 아니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30

대를 거치며 크게 낮아졌다가, 45세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여성들은 노

동시장에서 어떠한 성취를 누리는 것에 크게 집중하기보다는 가족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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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그 둘을 조율하고자 했으며,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보상과 지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가족 모델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고자 했다.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장하는 과

정을 살필 때 가정 만들기(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의 면면을 주요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으며, 2000년

대 후반 이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시작했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수

행된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임다희(2017)는 경력단절 여

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를 살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취업 효과와 집단 유형에 

따른 취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교육 횟수가 증가

할수록 임금과 취업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집단 유형에 따른 취업 효과를 살폈다. 무관심 

구직 유형, 잠재적 구직 유형, 소극적 구직 유형, 적극적 구직 유형이라는 

네 가지 유형 간의 차이는 취업 여부와 임금이라는 요인에서 차이를 나타

냈다. 배나래(2018)는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취창

업 교육을 받고 있는 5명의 여성에 관한 질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이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단기간 내에 노동시장으로 진

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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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승현·박영일

(2017)은 여성관리자패널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해 고학력 30대 여성들의 경

력단절 원인을 파악하려 했다. 여성관리자의 퇴직은 반자발적 혹은 비자발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러한 반자발적, 비자발적 퇴직은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들어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손서희·이재림

(2014)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을 조사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고민

에 대해 살핌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모의 30% 가량이 경제활동 중

단을 고려해 본 적이 있었다. 막내 자녀 연령과 경제활동 중단은 자녀가 

아주 어린 영아일 시점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두 가지 시점에서 

특히 연관이 있다. 김가율(2007)은 제1차-7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비취업 여성의 경제 행위와 고용 상태 변화가 생애주기 및 비취업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셋째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연구는 ①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이정숙·강기정, 2015; 장정연·이주현·권기헌, 2019)와 ②재취업을 

위한 학습 경험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신민주, 2018; 박경아, 2014; 황윤주, 

2015; 전헤숙, 2010; 김선복, 2010)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

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연구를 정리하고

자 한다. 

신민주(2018)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노인 놀이치료사 과정에 참여한 여

성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학습 참여가 재취업 경험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여성들은 학습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겪은 자존감 

상실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학습을 통해 여성이 자신감을 되찾고 

사회적 고립을 극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선복(2010)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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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수 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5명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

상으로 평생교육 참여 효과를 연구했다. 이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자아감 향상, 개인의 역량 강화, 계속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 취업과 창

업,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의 변화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력단절 여

성의 취업 과정을 연구한 박경아(2014)와 전혜숙(2010)에게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황윤주(2015)는 중년기 기혼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여성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애사건들이자 학습경험이라고 정리하

고, 중년기 기혼여성을 다양한 생애경험을 가진 성인학습자로 재독해 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중년기 기혼여성의 학습자 과정, 전환학습의 가

능성, 학습경험 유형을 제시한다. 황윤주(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취

업 과정은 중년기 기혼여성들이 다음 인생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다가올 

인생을 모색하는 학습의 여정이며, 이 과정은 사회 구조적 요소들과 한 사

람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일어남으로써 취업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전

환학습의 장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학습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하고(“자기 찾기의 여정”), 타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

보고 재평가한다(“관계의 여정”). 이들의 학습 경험은 자기 개척형, 관계 

중심형, 자기 만족형, 자기 성찰형, 자아 발견형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정책에 기여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력단절에 관한 선행연구 중 노동

시장 진입과 퇴장에 얽힌 여성의 생애 전반을 조망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

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신·출산·육아의 면면을 자세하게 고려하

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은 

대체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단절되었던 생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 

이해됐다. 단절의 경험 없이 계속 일을 하는 여성과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

성을 대비시키고,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학습만을 조망하는 것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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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여성이 일터에서 나오게 된 

과정, 임신, 출산, 육아, 엄마되기, 학부모되기의 과정을 그간 여성의 삶에

서 이루어진 학습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살펴 성인여성학습자 담론에 새

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학부모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교육학은 부모를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부모에게 

“학부모”라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했다. 학부모는 배울 학(學)과 ‘부모

(父母)’를 합친 단어이다.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단어로 사용된다. 헌법에서

는 직접적으로 학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를‘보호하는 관계’로 상정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자녀의 법

정 의무교육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 제2항에서도 학

교에서의 부모, 즉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전, 2015).

그러나 학부모에 관한 연구는 학생과 교사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고,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는 방식 역시 협소하다는 한계

가 있다. 이종각(2014)은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교사 담론이나 국가 담론에 

비해 학부모 담론의 수준이 양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것, 학부모 담론의 

대부분이 학부모에 대한 부정성과 소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

며 우리나라 학부모 담론의 특징을 결핍성과 부정성으로 정리한다. 학부모 

담론의 결핍성과 부정성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지위가 낮음에서 

기인하며, 학부모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학부모의 재인식을 꾀할 

필요가 있다(이종각, 2014). 

김장중(2016)은 ①학부모 연구의 광범위함과 이론적 체계화의 어려움(학

술적 이유), ②학부모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연구 기피(정서적 이유), ③

학부모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의 부족(구조적 이유) 때문에 학부모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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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학부모학의 학문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재길(2017)은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교육 주체를 훼손하거나 그들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

히 하고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한 조건으로 학부모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방식 개정, 학부모

의 학교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필요성과 실태, 학부모 학교 참여의 효과

성(주로 자녀의 학교만족도나 학업 성취, 교사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증진, 학부모의 양육 방식과 양육 경험, 학부모의 올

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예컨

대, 서현석·최인숙, 2012; 김봉제·장유진, 2018; 황성희, 2015; 박선미, 

2014; 김은영·이강이·정정화,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학부모 연구들은 학부모를 교육 주체이자 학

교 교육의 일원으로 가시화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학부모라는 존재를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사유하고 있다. 기존

의 연구들은 초, 중등 정규학교 학부모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부의 

맥락에 존재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강대중(2020)은 

한국의 학부모 담론이 “학교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생산되고 통제”되는 

상황을 비판한다(강대중, 2020; 11).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 자녀를 대안학

교에 보낸 부모,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는 기존의 학부모 담론 

안에서 설 자리가 없거나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는 학부모가 

학교 담론 바깥에 있는 ‘좋은 부모’와 대비되며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찍

혀 온 상황과 연관이 있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포섭된 주체라는 도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와 대립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은 학부모의 행위와 인식을 주로 자녀의 학

교급, 지역, 사회경제적 계층과 관련지어 해석해 왔다. 가족의 계급이나 거

주지 등에 주목하여,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교육 불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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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손준종, 2009). 그러나 학교교육시대에서 평생학

습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부모를 학교

에 포섭된 존재로만 파악하는 것은 학부모라는 교육 주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 학교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져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로 이해되어 온 기존의 이해를 넘어서 학부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학부모 연구는 여성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손준종(2009)은 자녀교육의 지원 및 관리 활동에서 아버지에 비해 어

머니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연구가 

어머니 존재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한국사회

에서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학

부모 연구는 성중립적이고 탈-성(性)적인 관점에서 어머니 노릇(mothering)

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교육열 문제와 엮여서 그들을 ‘극성 엄마’, 

‘헬리콥터 맘’과 같은 문제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 전자의 경우 어머니

가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특성이나 어머니 노릇의 특수성은 전혀 드러

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는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통

상적인 여성의 문제점 – ‘여성은 이성적이지 못하다’와 같은 – 으로 귀

인시킨 후 이를 과하게 부각하고 문제화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과정에

서 교사와 대립하는 문제적인 학부모,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학교에 

순응하는 학부모 등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학부모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라는 여성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어머니 노릇을 통해 발휘하고 있는 행위자성을 살

펴보고 평생학습시대의 학부모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기존 학부모 연구의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이 학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행위자성(Agency)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행위자성은 개인과 맥락(혹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행위

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박나실, 

2020). 행위자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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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미끌미끌한(Slippery)’ 개념이다(Hitlin & 

Elder, 2007). 행위자성은 개인의 성향, 능력, 동기, 열망 등과 관련지어 심

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관점

에서 사회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개념이다.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

이 완전히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관점 모두 한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상황적 조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에 더욱 

주목할 것인가에서 차이를 지닌다. 

행위자성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개인의 내적 역량을 발휘할 때 등장하

는 개념이다. 때문에, 행위자성 개념은 생애 경로(Life course)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 제공하

는 기회와 제약 속에서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만의 인생을 조직하고 기

획한다(Elder & Johnson, 2002). 행위자성이 발휘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통로 중 하나가 학습이다. 학습은 인간을 주체로 존재하게 하는 삶의 과정

이자 방식 그 자체이며, 인간을 자신의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성장시키는 힘의 원동력이다(강대중, 2012). 최근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교

사나 학생의 행위자성에 주목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유용모, 2021; 박나

실, 2020; 이성회, 2017; 금선영·조영환·허선영·김명신, 2021). 학부모를 

학교에 종속된 주체가 아닌 단독적인 학습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행위자

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대중(2020)은 학부모라는 개념을 ‘학습하는 부모’, 

‘부모됨을 학습하는 존재’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와 학부모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를 해체하고 부모와 학부모의 담론적인 지

위를 구분하는 이론적인 작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

을 바탕으로 재개념화한 학부모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자녀의 학습

을 관리하는 등의 사회문화적인 수행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습득하는 존

재이다. 이와 같은 재개념화는 학부모를 학교와 분리시키고, 새로운 학습주

체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이전부터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자녀에게 제공할 교육프로그램을 엄격하게 따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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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어머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학부모의 재개념화는 이와 같은 

어머니들을 보다 깊이있고 의미있게 이해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학습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황정숙·황성

희(2019), 이은경(2018), 강문정(2017), 정지연(2016)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

구가 어머니들의 삶과 학습을 살피고 있었으며, 연구 제목에 ‘부모’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서는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참여 경

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이강이·박해준·그레이스정·최

혜영, 2015), 학부모 담론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조금 더 주목

해야 한다는 손준종(2009)의 논의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황정숙·황성희(2019)는 전업어머니들의 모성 수행 경험을 그들이 발현하

고 있는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두 전업어머니의 내러티브를 탐

구하고 그들이 발현하고 있는 행위자성을 ‘엄마처럼 살지 않기’와 ‘좋

은 엄마 학습하기’라고 명명했다. 이 연구는 어머니들의 모성수행 경험이 

자녀교육과 관련한 어머니의 삶을 구성해 가는 측면에 집중하였으며, 행위

자성에 집중함으로써 학부모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가능성을 모색하였

다. 이은경(2018)은 모성 형성의 과정을 전환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

다.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을 사용해 모성 경험이 학습으로서 갖는 의미

를 파악하고자 했다. 정지연(2016)은 경력단절 여성이 어머니 노릇을 수행

하면서 모성 역할을 익히는 과정을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

이라 파악한다.

강문정(2017)은 부모에서 학부모로의 이행 과정을 학부모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 활동을 탐구하였다. 초등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산층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학습공간에서 모방과 시행

착오를 통해 자녀 관리 방법과 사교육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는 사실을 밝

혔다. 학부모들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사건을 경

험하며, 이를 계기로 ‘학부모 네트워크’, ‘가족’, ‘사교육기관’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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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가면서 학부모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어머니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어머

니를 교육과 학습의 주체로 정립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어머니 노릇을 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어머니로서 삶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이

고자 했다. 또한 어머니 노릇을 통해 그들이 발휘하는 행위자성을 살핌으

로써 문제집단으로 여겨지던 기존의 학부모 담론에 새로운 논의를 제공했

다. 그러나 학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거나(이은경, 2018; 정지연, 

2016),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을 연구(황정숙·황정희, 2019; 강문정, 

2017)했다는 점에서 조금씩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들이 부모

가 되기 위해 실제로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살피고, 그들이 부모

라는 존재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간의 관계 속에서 그 활동들을 어떻게 의

미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 

학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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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생애사 연구

 

조명희(2019)는 직업 활동과 모성 역할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경험을 통

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장기간의 생애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자

녀를 출산하기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적 모성 담

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양육 경험을 ‘부모 됨을 학

습’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하고,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을 살피고자 한다. 

생애사(Life history)는 개인이 경험한 역사인 동시에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역사이다. 생애사는 개인을 넘어선 맥락에서 기록되고 구성되는 

공적인 역사(History), 개인의 행적을 사적이거나 문학적인 관심에서 정리한 

전기(Biography)·자서전(Autobiography), 일상적인 경험 세계를 개인적인 

맥락에서 풀어내는 생활담(Life story)과 구별된다. 생애사는 삶의 여정 가

운데 주체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과 그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생애사는 사회적 행위 주체가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신의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해 나가는 모습 등

을 관찰하기 용이하다(Ojermark, 2007; 강문정, 2017에서 재인용). 예컨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수학 중인 중년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이경

희·박성희(2006)의 연구는 생애사 연구의 의의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연

구참여자들의 사례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①생애사적 작업이 치료적 

학습을 중개하다는 것, ②개인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자기준거적 학습을 한다는 것, ③생애사가 잠재적인 자기주도

적 학습의 자원이 된다는 것, ④평생학습의 패러다임 속에서 생애사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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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발생하는 하나의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

다.

생애사는 삶의 여러 형식들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다

르게 구성된다(조용환, 1999). 학습생애사는 참여자가 구술한 다양한 생애 

경험을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대중, 

2009). 다양한 생애 경험을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할 때, 그 재구성

이 참여자와 연구자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목할만하

다. 강대중(2009)은 생애사를 “제보자의 과거의 경험을 연구자와 제보자 

사이에서 형성된 독특한 관계 속에서 재구성한 것(205)”이라고 정리한다. 

학습생애사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구성된다면, 한 사람의 

학습생애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생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

습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파악해내는 한 가지 이론적인 방법이 된다. 학습

생애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면담이라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자

신의 삶에 깃들어 있는 학습 행동을 반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

해 구성되며, 학습자 스스로 구성한 자신의 평생학습에 대한 일종의 미시

적인 이론이 된다(강대중, 2009).

생애사 면담을 진행하는 데 가장 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경험과 해

석의 중층성”이다(조용환, 1999; 131). 생애사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중층

적인 해석 과정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를 

할 때에는 한 개인의 실재(reality)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구술 과정에서 해

석된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생애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개인적

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학습 생애사는 학교교육 중심 교육학이 내재한 선

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애사 연구는 일

과 양육이라는 두 가지 장면의 교차 지점에 놓여있는 여성의 경험을 학습

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Kang(2007; 강대중, 2009에서 재인용)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의 평

생학습 활동 중 학습자의 삶과 그 맥락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 30 -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가?”7)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학습이 ①일

종의 활동(activity)이며, ②학습자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이 영향을 주고 

받는 표면에서 관찰된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대중(2009)

은 학습생애사를 분석하는 네 가지 분석 단위 – 학습조건, 학습사건, 학습

자 자세, 조건화된 학습자 - 를 제시한다. 학습조건은 학습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외적 사실, 당시의 사회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학습사건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애 경험으로부터 구성한 사건이며, 학습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인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 자세는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학습자가 학습조건과 학습사건에 대해 보이

는 행동 양식이다. 조건화된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역사적 조건 

속에서 학습자가 규정당하는 측면을 말한다(강대중, 2009).

본 연구는 임신, 출산, 육아, 부모 되기, 학부모되기로 이어지는 여성의 

생애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학습 활동의 양상과 특성을 생애사적인 관점에

서 파악하여, 과학적 모성, 집중적 모성 담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 

여성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작동하는 방식

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고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엄마되기 과정을 살핀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참여

자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그만두겠다는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선정하였다. 

7) 원문은 아래와 같다. “What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in the sociocultural-historical 
contexts function in what ways in constitutiong the learner and his or her lif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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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의 증대, 사회적 보육 시스템의 확충 등의 대안이 생겨나고 있으며, 여

성들 역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두려는 고민을 하

는 집단은 여전히 존재한다8). 여성의 경력단절은 단순히 임신과 출산이라

는 생물학적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문

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실제로 일을 그만 둔 여성과 일을 그

만두려는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일과 가정

이라는 두 영역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의 과정을 살피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여성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

만두는 것을 고민하고, 일과 가정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기획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를 일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고민

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까지 포함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양육 경험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최은영(2014)의 연

구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여성을 선정하였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5월, 7∼9월 6개월간의 초·중·고

교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대학원을 졸업한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453,000원으로 중졸 이하 학력 가정(103,000원)

보다 35만원 더 많다. 사교육 지출 금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어머니의 학력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다9). 이러한 맥락에서 고학력 여성일수

8) KB금융경영연구소는 2019년 ‘한국 워킹맘 보고서’를 통해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95%가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
두겠다는 고민을 하는 집단이 여전히 공고하게 존재하며 그 수 역시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95%가 '퇴사 고민'하는 워킹맘, ‘우리동네키움센터’ 찾아라(뉴스투데
이 2021년 5월 10일 기사)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510500100)

9) “‘돼지 엄마’, 입시 예측력·분석력 정확한 고학력 엄마일 가능성 높다” (세계일보 
2021년 3월 17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1651726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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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자녀 양육과 교육에 열성적이고 현대적 모성 담론의 체득과 수행에 충

실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여성을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여성을 선정하였다. 

수도권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며, ‘교육

열이 높다’라고 인식되는 공간이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육 인프

라와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인프라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경제적 자본에 따라 달라지며, 중산층은 적극

적으로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계층이다. 학부모 관련 연구는 주로 중산층 

학부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있다(황성희, 2015; 박혜경, 2009). 본 연

구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자녀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엄마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여성으로 연구참여자를 한정

하였다. 

넷째, 만 12개월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있고, 3가지 이상의 자녀교육 

서비스(예컨대, 문화센터, 어린이집, 가정방문교사, 베이비시터 등)를 활용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가 반일

제 이상의 보육·교육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월령은 평균 22.7개월이었으며, 

생후 12~23개월에 해당될 때 최초로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았다. 이를 고려하여 만 12개월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3가지 이상의 자녀교육 

서비스를 활용한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자녀의 시간을 빈틈없이 

설계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살피고자 했다. 이 조건은 자녀교육 서비스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엄마들의 정보 수집 양상과 정보 

교류 양상 등을 살피기에도 적절하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회원수가 300만명 이상인 국내 최대 규모의 맘카페를 

학력 대물림 이유 있었네…母 교육수준↑ 사교육비↑ (뉴시스 2021년 3월 16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195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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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과 진행 방식, 연구참여자 조건 등을 A4 2페

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공고글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맘카페 게시

판에 올려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카

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이 온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

하고, 채팅을 통해 간단한 예비 면담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어머니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인 상황과 Covid-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진행하였

다.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어머니 10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1회씩 시행되었고, 각 면담 당 1시간 30분 내

외가 소요되었다.

2) 연구참여자 소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와 면담 정보는 아래 [표 Ⅲ-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연령, 거주지, 직

업, 육아 휴직 여부, 자녀의 성별과 나이는 연구 참여 당시의 상황을 반영

하여 작성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와 연구참여자 자녀들의 나이는 일반적

인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자녀의 나이는 나이와 월령을 구분

하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 연구참여자가 면담 중 자

녀의 나이와 월령을 모두 언급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병기했다. 연구참여

자들의 거주지는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구 단위

까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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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이름

연

령
거주지 직업 면담 일자

자녀

성별 나이

1 강지선 36 서울 양천구 전업주부 2021. 3. 17. 여 7세

2 유민영 33 서울 강남구 회사 MD 2021. 3. 19. 여/여 5세/3세

3 임수현 33
서울 

영등포구

금융권 회사 

(육아휴직중)
2021. 3. 22. 남 15개월

4 김도연 35 서울 송파구 전업주부 2021. 3. 26. 여 24개월

5 김유진 38 서울 강동구
사무직 

(육아휴직중)
2021. 3. 30. 여/여

4세(29

개월)/8

개월

6 윤서연10) 40 서울 강동구 전업주부 2021. 3. 31. 남/남 8세/5세

7 정은희 40 서울 강남구 사교육 종사 2021. 4. 5. 여/여
15개월(

쌍둥이)

8 박지호 37 서울 서초구
기업 통번역 

업무 종사
2021. 4. 5. 여 8개월11)

9 한예준 39 인천 남동구 전업주부 2021. 4. 6. 남
4세(29

개월)

10 최민하 46 서울 강남구
전업주부(임

대업)
2021. 4. 6. 여 4세

[표 Ⅲ-1] 연구참여자 정보

10) 윤서연의 첫째 자녀는 2021년 기준 8세로 인터뷰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황이었고, 
이는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라는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다. 그러
나 연구참여자 모집 기간에는 자녀가 아직 미취학상태였다는 점, 미취학에서 취학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어머니 노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윤서연이 이 연구의 참여자로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11) 박지호의 자녀는 2020년 8월 생으로 인터뷰 진행 당시 8개월이었고, 이는 12개월 이상
의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라는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다. 그러나 
진행하고 있는 자녀교육 서비스가 3가지 이상이었고, 연구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야기한 Covid-19이라는 상황을 살피기에 가장 적합한 참여자였기 때문에 박지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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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은 결혼 전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일했으며 결혼을 하며 직장을 

그만뒀다. 결혼을 할 때부터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었다. 학기제로 운영

되어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려운 직종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며 

계획적으로 퇴사하였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모두 아파트 옆 동에 

살고 계시지만 아이를 봐주시기 어렵고, 남편의 출장이 잦아 자신이 전담

하여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 하에 일을 마무리하고 결혼 이후 임

신, 출산을 했다. 결혼하고 6개월 정도만에 아이를 가져 현재 아이는 7살이

다. 아이가 잘 안 먹고 잘 안 자는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

다. 최근에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아이

의 성적을 특별하게 중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냥 남들처럼만, 초등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만 시켜야겠다고 생각 중이다. 2020년 Covid-19 사태로 

인한 유치원의 잦은 휴원으로 ‘집에서’, ‘엄마가 직접’ 조금씩 아이를 

지도하고 있고, 엄마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예컨대, 영어)은 학원

이나 과외를 활용하고 있다. 

유민영은 대학원 석사 졸업 이후 가구회사에서 MD로 근무하고 있다.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복직을 앞두고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

한 경험이 있다. 예기치 않게 그 시점쯤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었다. 2년 8개월의 육아휴직 후 작년에 직장으로 복귀

했다. 아이들의 하원 이후부터 유민영의 퇴근 전 시간은 버스로 몇 정거장 

정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봐주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은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지역이다. 유민영의 어머니는 결혼을 빨

리 하셔서 자신과 나이 차이가 적은 편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때문에 자신도 젊은 시절에 결혼하여 아이에게 

친구같은 엄마가 되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이른 나이에 출산

을 경험했다. 현재 5살, 3살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자녀들을 국공립 어린

이집에 보내고 있으며, 굉장히 만족 중이다. 다만 큰 아이 주변 친구들이 5

살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것을 보며 영어 유치원에 대한 고민을 진지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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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있으며, 큰아이는 내년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임수현은 대학원 석사 이후 금융계 회사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다. 작년 1월 중순에 출산했고, 산후조리원을 나오고 나니 Covid-19 상

황이 심해져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다가 복직을 준비하며 올 3월부터 아이

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출산 전 계획했던 육아 휴직 기간은 딱 1

년이었다. 자신의 커리어가 승진 기간에 걸려 있어서 조금 이른 복직을 계

획했지만,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옮겨가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올 8월에 복직할 예정이다. 현재 

Covid-19 상황이라 남편이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부부 둘 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 중이라 복직 이후에도 남편과 근무시간을 조

절하여 부부 둘이서 아이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Covid-19 상황이지만 

문화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

그램을 활용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 여건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

고,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김도연은 직장 생활을 6년 정도 하고 임신하면서 퇴사했다. 시험관 시술

로 임신하였는데 임신 초기에 하혈이 많았다. 김도연은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퇴사 결정을 했다.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일을 해 화학물

질을 많이 접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취업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일을 하게 되면 봐주신다고 했지만 나이 때문에 건

강이 안 좋아져서 봐주시기 어려운 상황이고, 시부모님은 멀리 사셔서 현

재 육아는 김도연이 도맡아하고 있다. 24개월 자녀는 가정 어린이집과 가

정 학습지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해 문화센터 등이 

문을 열지 않자 집에서 책과 학습지, 교구를 활용하여 아이를 주로 지도하

고 있다. 작년에는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는데 올

해는 자녀와 함께 외출과 야외 활동을 조금 더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김유진은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아이를 

낳을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대학원 석사 과정 중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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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을 다니는데 아이까지 있으면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 출산을 미뤘

다. 그러다 30대 중반이 되자 이보다 더 늦게 아이를 낳으면 낳아서 기르

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에 임신을 계획했고 자녀를 출산

했다.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아직 8개월인 둘째 아이도 어

린이집 입학 허가를 받았다. 아이가 둘이고 둘 다 아직 어리고 개월수 차

이가 적은 편이라 계획적으로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유진은 

자신의 이런 상황을 남들에 비해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어려움과 복직 이후의 생활을 두루 고려하여 입주 이모님을 활용하

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현재 남편과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큰아이가 5살 무렵 남편이 

직장을 옮겨, 경기도 A 신도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윤서연은 당시 큰

아이 출산 직후까지 다니던 무역회사를 퇴직하고 악세사리 가게 및 도매업

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게를 접고 남편을 따라 A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다. 그런데 그곳에서 A시 엄마들의 생각하는 수준이나 학력이 서울

과는 크게 다름을 느끼고, ‘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

을 했다. 결국 이사를 한 지 1년 3개월 만에 윤서연과 두 자녀들만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A시에서는 다른 엄마들이 교육 쪽으로 별 생

각이 없어 자신도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다시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는 다들 뭘 하고 있으니까 뒤쳐질까 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바깥을 마음껏 나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아이들과 놀아주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년에

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하루에 10권씩 꾸준히 읽어서 1년에 약 2000권 

가량을 읽었다.

정은희는 2016년에 결혼을 하고 2019년에 아이를 낳았다. 원래 성격이 

계획적인 편이라 아이를 ‘정말 그냥 막 키우’지 않으려 했고, 해주고 싶

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다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다 따져보고 자녀

를 임신·출산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어 출산 이

후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만 했다. 사범대를 졸업했고, 친정 부모님도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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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하고 계셔서 전체적인 육아의 틀은 부모님의 것을 참고하고 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현재는 자신은 사

교육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자녀들을 오전 시간에는 어린이집에 보낸

다. 오후 시간에는 요일별로 다른 예체능 중심 수업과 돌봄 선생님을 활용

하고 있다. 자녀들이 7살이 될 때까지의 교육 계획을 다 세워두고 계획에 

맞게 자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박지호는 해외 유학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언어 능력을 살려 기업에서 

동시 통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출산 직전까지 회사에 출근했으며 1년

에 20번씩 출국을 할 정도로 일에 대한 애착이 컸다. 2020년 8월에 출산하

고 2021년 1월에 복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막상 아이를 낳으니 아이를 기

관에 맡기는 것이 걱정이 되고 믿음직스럽지 못해 육아휴직을 연장하게 되

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활용하여 2021년 

11월까지 휴직을 연장해둔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

니고 시댁과 친정 부모님 모두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셔서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집중하려고 계획 중이다.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록해두고 

보내지 않고 있으며, Covid-19 상황이 완화됐을 때 문화센터와 집 근처 스

포츠 센터, 방문 이모님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 

한예준은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원 석사까지 졸업했으며,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현재는 4세 남아를 키우고 있으며, 자녀는 어린이

집, 문화센터 미술수업, 키즈 카페 등을 활용해서 육아 중이다. 자녀를 해

외에서 출산했으며 1년 정도 해외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자녀

가 좀 더 크면 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여 1~2년 정도 같이 살 계획이 있

다. 한예준 역시 그때 해외에서 같이 공부를 하며 TESOL 등을 취득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인천의 제1도심이라고 불리는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지

만 자녀교육 인프라에 대한 부족을 항상 느낀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

에 비해 집 주변에 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선택

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학군이 왜 집값에 반영되는

지를 느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이사를 하려고 고려하고 



- 39 -

있다. 

최민하는 현재 특정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작게 임대업

을 하고 있다.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호주 영

주권을 취득하고 호주에 가서 자녀를 출산했다. 자녀의 첫 돌을 맞이해 한

국에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녀가 

Prep12)과 Primary school을 입학할 시기쯤 다시 호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쭉 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지고 낳은 자식이라 

자녀에 대한 마음이 더더욱 각별하다. 해외 유학 경험이 있고 영어 사용이 

자유로워 집에서 자녀와 대화할 때는 거의 영어만 사용한다. 일을 하고 싶

다는 생각은 있지만 휴직 기간이 길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적어도 자녀가 세 돌이 될 때까지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

도권 대도시의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적당한 시기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대다수가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혹은 해외 유학의 경험이 있다. 셋째, 자신의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에 대한 애착이 있는 편이지만,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자신의 직업이나 직군에 대한 불만이 적으며,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그 기준에 맞춰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모든 엄마들에게 일반화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3. 연구절차

 

12) 한국의 0학년(한국나이 7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먼저 가서 Primary school의 
실제 과정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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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수집

생애사는 구술자의 생활담을 면담-기록자가 역사적 맥락 혹은 문화적 맥

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며(조용환, 1999), 주로 구술면담을 활용하여 수집

된다. 본 연구는 출산과 육아라는 생애 사건을 겪고 현재 영·유아기 자녀

를 기르고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자녀교육, 일과 가정 사이의 갈

등, 가족 관계 등에 관한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사적 구술은 그들이 살아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부모와 학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적인 동시에 집

단적인 경험의 텍스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조용환, 1999: 129). 생애

사 자료를 통해 개인적 특수성과 집단적 보편성 간의 관계를 변별하는 과

정에서 한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강대중(2009)은 학습생애사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의 연구 의도를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니

며, 어쩌면 연구참여자가 연구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풍부한 자료

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

시하였다. 

면담은 ‘자녀를 임신하고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

건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시간 순서대로 임신의 시기, 출

산의 시기, 자녀교육 계획기에 관해 질문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다른가요? 가장 달라진 지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

일까요?’, ‘어머님의 어린 시절과 최근의 육아 관행을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변화가 있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요?’,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시는 경우, 평소 어떤 점이 가장 어

려우신가요?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일을 하시지 않고 계

시는 경우 일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 있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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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의 질문을 던져 일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이들이 

느끼는 갈등과 현대적 모성 간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면담을 진행하

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사정과 Covid-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대

면과 비대면 면담을 혼합하여 진행했다. 대면 면담은 거주지 인근 카페에

서 주로 진행했으며, 자녀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참여자의 집

에서 진행했다. 비대면 면담은 화상회의 시스템 Zoom을 활용하여 진행했

다.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면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와의 라포

(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가능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며, 적절한 공감의 표현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

어내고자 유도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면담을 진행하면서 메모했다.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면담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과 새롭게 생겨난 의문점을 연구 노트에 기록했다. 면담 중 진행한 녹

음은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녹취록을 만들었다. 녹취록은 면담이 끝난 

후 최소 하루, 최대 일주일 안에 작성하였다. 

2)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다. 먼저 분석을 위한 자료(예를 들면 필사된 텍스트 자료, 사진 이미지 

등)를 준비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이후 코딩 과정을 거쳐 자료를 주제로 

묶어 나가고, 마지막으로 그림이나 표 혹은 논의의 형태로 자료를 제시한

다(Creswell, 2015). Yin(2016)은 질적 분석 단계를 ①모으기, ②나누기, ③재

배열하기(배열하기), ④해석하기, ⑤결론 내리기라는 다섯 가지 단계로 정

리한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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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자는 면담 후 녹음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

다. 이후 녹취록을 읽으며 1차 분석을 시작했다. 처음 녹취록을 읽을 때는 

연구참여자의 답변 중 연구자의 질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밑줄을 긋고 

추려냈고, 이후 두 번째로 녹취록을 읽을 때는 연구참여자의 답변 중 연구

자의 질문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연구 진행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녹취록을 읽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각과 의문점들은 메

모로 작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각했

던 예견적 코딩 내용과 실제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비교하고, 연구 문

제를 수정할 수 있었다. 

이후 녹취록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으면서 코딩을 시작했다. 첫 코딩은 

서로 다른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한 내용을 중

심으로 진행했다. 예컨대, ‘나의 어린 시절과 결혼 전 경험’, ‘임신, 출

산, 양육의 시기에 새로 얻게 된 지식’,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은 모든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 빠짐없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 범주를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응답은 비

슷한 범주끼리 묶고 범주별로 원문을 다시 정리했다. 정리된 내용을 반복

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범주를 다른 범주의 하위 범주로 이동하거나, 새로

운 하위 범주를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주별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녹취록의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코드는 ①옛날과 크게 달라진 육아, ②

출산 후 가치관의 변화, ③외부기관에 대한 불신, ④자녀와의 정서적 애착

관계 중시, ⑤주변과의 비교, ⑥엄마의 역할, ⑦빠짐없는 밀착 케어, ⑧전

문가의 지도, ⑨주변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⑩계획적인 육아, ⑪자기 검

열과 부담, ⑫육아와 일 간의 갈등, ⑬일에 대한 열망, ⑭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⑮많지만 많지 않은 선택지로 총 15개였다. 도

출된 코드는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코드에 해당하는 면담 자료를 중

심으로 다시 하위 범주를 나누거나 상위 범주로 묶으면서 논문의 내용을 

구조화했다. 최종적으로는 시대적 조건 인식과 일-가정 조율 및 현대적 모

성 담론 수용, 엄마되기 학습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내용을 조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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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범주 아래에 하위 범주를 정리하였다. 

논문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코

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코드를 정리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모호하던 

연구문제가 보다 명확해졌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①양육과정에서의 

경험과 ②그 경험을 통한 의미화를 연구의 큰 축으로 잡았는데, 면담을 진

행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①‘엄마되기’ 과정 속 사회적 조건 인

식과 ②‘엄마되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습의 양상이라는 두 축이 새롭

게 만들어졌다.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연구 목차는 연구

의 계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목차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4. 윤리적 고려 

1) 연구자의 위치

연구자는 20대 미혼 여성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보다 10살 가량 

어리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연구자와 비슷한 삶을 산 경험이 있기 때

문에, 인생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조언을 하듯이 편안한 분위

기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대학생 시절 비정기적으로 베이

비 시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도 매주 1

회 6세 어린이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이어갔다. 연구자의 이러한 경

험은 연구참여자들과 면담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소통 기반으로 작동했

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보다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연구참여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

다.

연구자가 교육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역

으로 “선생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등의 질문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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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질문에 솔직하면서도 정중하게 답변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거나 발전시켰고, 

연구자에게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격려와 조언을 던졌다.

2) 자료 수집 및 면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에서 심의(IRB 

No. 2101/001-007)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 연구참여

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 중단한다면 

녹음 및 전사본은 파기될 수 있다는 점,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만 공개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는 점 등을 고지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올린 연구참여자 모집 공

고를 보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자

필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로 남겼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개

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

두 가명처리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이 본 연구를 설명하는 한 가

지 요소이므로 거주 지역은 시·구 수준까지는 공개하였으며, 동이나 기관

명 수준의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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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

건의 시대적 변화를 인식한다. 달라진 사회적 조건은 연구참여자들의 ‘엄

마되기’ 과정을 크게 변화시킨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동시

에 조율하고 기획하며 이 시대에 적절한 학부모로 거듭난다. 전문가에 의

해 만들어진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육아를 했으며, 

과학적 모성, 집중적 모성 담론과 같은 현대적 모성 담론을 체득해 다양한 

학습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옳은 방식’을 고민했

다. 이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

고, 육아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현대의 엄마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의 모든 시기는 체계적인 지

식의 학습과 소비가 일상이 된 현대의 모성 담론 속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

해 시대에 적절한 학부모로 거듭나는 기간이다. 

1. ‘엄마되기’ 과정 속 사회적 조건 인식

1) 여성으로서 경험한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

현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이해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출생 

코호트에 따라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다르다는 점이다. 2017년 11월 통계청

에서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 따르면 30대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임신·출산(45.1%)이었으며, 결

혼(43%), 취학 전 자녀 양육(9.3%)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1950년생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의 사유 중 결혼이 

7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임신·출산은 겨우 14.2%에 불과했

다. 1960, 1970년생 역시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보다는 결혼이 경력단절



- 46 -

의 큰 요인이었다(통계청, 2017). 과거에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만혼화 때문에 여성도 결

혼 이전에 대체로 취직을 한다. 때문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임신·출산의 

시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3).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 역시 결혼, 임신, 출산의 과정에

서 이와 같은 한계를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상당한 

만족도를 표했다. 자녀 출산이 아니었다면 결혼을 하고서도 당연히 일을 

계속 지속하려고 했다. 나름대로의 성취를 얻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자녀를 임신하고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일을 병행하는 것에 

여러 고충을 경험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은 임신의 계획 단계부터 선택을 내리는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아이가 있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원 재학 중 결혼을 한 김유진은 “취직 전에 결

혼까지 했는데 거기에 애까지 있으면 취직이 더 안될 것 같아서” 아이를 

낳는 걸 미루고 긴 신혼 생활을 했다. 신혼 생활 자체는 즐겁고 재미있었

지만, 한편으로 이는 아이를 낳으면 취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

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다. 아이는 취직 이후 몇 년 간 직업 생활을 지속

하다가 가졌다.

일보다는 결혼 생활을 오래 했어요. 결혼을 한지 한 6년쯤 됐을 때, 결

혼할 때부터 아기 낳을 생각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취직 전에 

결혼까지 했는데 거기에 애까지 있으면 취직이 더 안될 것 같아서. 일

13) 통계청, 2017. 
출산으로 일 그만두는 '80년생 엄마'…과거 세대는? (머니투데이, 2017년 11월 20일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12010342539204&outlink=1&ref=https%3A%2F%2Fse

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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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결혼은 했으니까 (출산은) 그래서 미루고 있었고요. 계속 미루다가 

이제 30대 중반 됐는데 아기 낳으면은 내가 육아가 너무 힘들겠다, 체

력적으로 나 혼자 출퇴근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더 미루지 말고 낳아

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유진)

강지선은 임신을 계획하며 퇴사했다. 일, 사회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남편과 상의하여 내린 계획적인 퇴사였다. 학

기제로 운영되는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일하던 강지선은 임신 때문에 학

기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그만두는 것이 기관과 자신 둘 다에게 “서로 불

편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 방학 기간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 김도연은 건

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 석사 졸업 이후 제약회사 연구

실에서 6년간 일을 하던 김도연은 임신 이후 몸이 크게 안 좋아져 퇴사했

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자녀였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까 걱

정되는 마음이 컸다. 일을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컸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도 제약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 퇴사를 결정했다. 이들의 퇴사는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

정과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 

사실 저는 아기 가질 때 시험관 시술을 했거든요. 애기가 (임신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 시술하는, 시술을 또 회사 다니면서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가졌는데 사실 그게 힘들게 가져서 더 퇴사 결정을 더 단호하

게 한 것도 있어요. 진짜 잘못되면은 진짜 안되니까. 초기에 하혈을 많

이 해가지고 계속 누워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냥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계속 뭐 회사 다니면은 계속 휴가를 쓸 수가 없잖아요. 휴

가 일이 한정되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만두게 됐고. (김도연)

육아휴직을 거치면서 휴직을 연장하거나 퇴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임수

현은 출산 2주 전까지 직장을 다녔다. 직장생활이 바빠 임신 기간에는 특

별하게 태교를 하거나 산모교실을 다니지는 못했다. “극성적으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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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우고 학습하고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많이 자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임수현의 태교였다. 임신을 했을 때까

지만 해도 임수현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서 11개월 정도를 사용하

고 2021년 1월에 복직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임수현의 가치관은 조금 바뀌었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연

장해서 사용했다. 이는 임수현이 자신의 승진을 포기하고 내린 선택이기도 

하다. 

제가 애기, 임신까지만 했을 때만 해도 회사를 1월에 복직을 하려고 했

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딱 승진, 제가 승진 기간에 그 걸려 있

어가지고 1월에 가야지 그래도 올해는 승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집도 그 전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육아휴직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언제 

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보장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일을 하

다가 중간에 몇 개월 남은 거 이거 쓰고 오겠다 라고 하는 게 되게 힘

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쓰고 복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

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나의 커리어보다 우선순위인 거는 아이가 

된 거죠. (임수현)

윤서연은 자녀를 낳기 이전에는 무역회사를 다녔다. 출산 이후 빠르게 

복직을 했지만, 결국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퇴사했다. 아이를 낳으면 

병원도 많이 가야 하고 그런데, 매번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 

퇴사하고 비슷한 업종을 차려 자영업을 시작했다. 박지호는 기업의 동시통

역사로 일하며 1년에 20번 가량을 출국할 만큼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녀 출산 전 원래의 계획은 2020년 8월에 출

산하고, 2021년 1월에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었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니 마

음이 바뀌어 202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했다. 박지호는 출산 이후 

회사에 나갔다가 아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잘 안되는 경험을 했다. 이 경

험을 통해 박지호는 자신의 베이스라인이 출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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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박지호가 복직하

지 않고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어 잠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다. 

지난주에 회사를 잠깐, 회사에서 요청이 와서 갔다 왔는데 회사에서는 

지금도 저를 너무 필요로 하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복직을 했으면 그

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오랜만에 동료들 만나서 정장 입고 출근해 

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중략) 

근데 또 가서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도 옛날이랑은 다른 게, 옛날은 

그냥 오롯이 그 상황에 집중을 하고 일을 하고 했다면 지금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애기 생각이 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

래서. 그래서 아, 똑같은 상황이 아니구나, 베이스라인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뭐 친정 시댁 다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

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는 상황이니까, 어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하니까. 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 세 살, 네 

살, 뭐 애착 형성이 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직접 케어를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거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지호)

한국경제연구원의 OECD 여성 고용지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

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60.0%, 57.8%로 OECD 37개국 가운

데 각각 33위, 31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5~29세에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에 64.6%, 35~39세 구간에서 59.9%까지 낮아진다. 

특히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은 고용 시장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

다.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로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평균(72.2%)보다 15.2%p가 낮았다14).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노동 시장에서 여러 가

14) "엄마, 회사 안가면 안 돼?" 독박육아 30대 韓여성, 고용률 처참 (매일경제, 2021년 3월 
18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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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충을 경험했다. 취직에 걸림돌이 될까봐 자녀를 갖는 시기를 조정하

고, 출산 및 양육의 과정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임신 기

간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자녀를 낳고 나서도 고충은 계속 됐다. 연구참

여자들은 자녀를 돌봐야 해 승진을 포기하기도,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

는 것이 너무 눈치가 보여 퇴사를 하기도 했다.

2)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

(1) 불친절한 도시 환경: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15)”

자녀의 출산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인식한 변화 중 하나는 요

즘 시대가 자신이 어렸을 때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 모두 본인이 나고 자랐을 때와 요즘 시대를 비교하면 아주 큰 변

화가 느껴진다고 답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육아라는 것이 온전히 가정에서 전담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점이

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금보다 훨씬 정이 많았던 시기

로 기억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

럽게 동네 이웃들을 마주칠 수 있었으며, 집에 엄마가 안 계셨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옆집에 가서 놀 수 있는 분위기였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같

은 집에 살며 본인들을 돌봐주셨고, 형제·자매와 함께 자랄 수 있어 가정 

역시 지금보다 풍요로웠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동네가 

아이를 함께 기르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요즘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과 맺어

왔던 ‘자연스러운’ 관계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도시 환경은 아

이를 기르기에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아이들끼리만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도시 환경은 아이를 기르기에 굉장히 위

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놀이터와 같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15) 김도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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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애들끼리’만 놀 수는 없으며, “엄마든, 할머니든, 시터 이모님이

든 최소 한 명은 1대 1로 밀착16)”해 있어야 한다. 이전처럼 동네의 모두

가 아이를 나누어서 본다는 인식은 희미해지고, 아이의 모든 행동과 상황

은 가정 내 주 양육자가 파악해야만 한다. 

등원할 때 사용하는 키즈노트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원 시키

는 사람이 저나 남편이 아니면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오늘 인상착의 같은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분이 아이 할머님

인데, 오늘은 할머님이 하원 시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

요. 요즘에는 애기 가방, 등하원용 가방들 있죠. 어린이집 가방이요. 거

기에도 이름 안 써요. 왜냐면 어린이집 가방에다 보이는 곳에다 이름을 

써놓으면은 어떤 낯선 분들이 갑자기 애기한테 누구누구야 하고 다정

하게 하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유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이는 공간에 이름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임수현)

사회가 아이를 기르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전과 같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어울려 아이를 기르는 문화가 사라지고, 육아는 가정에

서 전담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접할 일이 

거의 사라졌으며, 육아는 가정에서 전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

다. 이때 이러한 인식은 엄마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고 검열하는 하

나의 기준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밖에 나가도 오히려 아이와 다닐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김도연은 아이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따가운 시

선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외식과 외출이 일상화 된 요즘 오히려 아이

와 함께 다닐만한 곳이 적은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애랑 레스토랑 때도 좀 눈치 보이기도 해요. (중략) 그렇게 막 

그런 시선을 받기 싫어서 되게 더 조심하는 것 같고, 좋은 엄마라는 틀

16) 유민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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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인식 속에 사회적으로 좀 잡혀있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갈 때

는 좀 그런 틀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좀 검열하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노키즈존17)이라고 안 써놔도 이제 아기 의자 같은 게 없

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애기가 못 앉으니까 그런 데는 그냥 못 가는 거

고. 카페 같은 데도 경사로를 안 만든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유

모차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고. (중략)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아

기랑 갈만한 데가 되게 (없구나). 그래서 다들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는구나. (김도연)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최민하 역시 한국에 돌아와 김도연과 비슷한 경

험을 했다. 최민하는 호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돌 이전까지 그곳에서 자

녀를 길렀는데, 호주의 분위기가 현재 한국의 분위기와 굉장히 달랐다고 

말한다. 최민하는 한국에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대중교통에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최민하는 그때의 분위기를 자

신이 ‘죄인’이 되는 분위기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는 대중교

통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버스 같은 거 탈 때도 (호주의 경우에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면은 다 이렇고 물이 이렇게 갈라지듯 쫙 비켜줘요. 저는 정말 그

게 impressed했던 게 기차를 타도 그렇고, 제가 한국 와서 버스를 한두 

번 타 봤는데 다시는 안 타는 게, 제가 정말 죄인 같아요. 유모차 가지

고 버스 타면은요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호주는 제가 이렇게 유모

차 가지고 애를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보도블럭 가까이 오고 발판이 

내려가서 평지처럼 돼서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앞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유모차를 밀고 버스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누군

17)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며, 아
이들의 특정 행동이나 소음을 막기 위한 조치로 확산되고 있다. 강남이나 홍대와 같은 
대표적인 상업지구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시작해 점점 타 지역으로 퍼지는 중이다. 아이
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부모의 방관이 노키즈존 확신의 주된 원인으로 논의되며, 매장에
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시 그 사고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판결 역시 확산의 주된 원
인이다(김도균·유보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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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앉아 있으면은 다 일어나요 잽싸게.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를 유모

차를 제대로 놓고 이렇게 딱 선 다음에 기사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

려요. 정말로 다 그렇게 해요. (최민하)

연구참여자들은 현대 사회를 육아를 가정에서 전담해야 하는 사회, 자녀

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 이전과는 다르게 아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각박해진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가정 내에서 자

녀에게 24시간 밀착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소비가 익숙해진 양육: “똑같은 걸 해도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된 

거죠.18)”

육아가 온전히 가정의 몫으로 남게 된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과

는 전혀 다른 관행이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동

네 안에서 ‘풀어놓은’ 과정으로 기억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설거지

하는 엄마 옆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밖에 나가 동네 놀이터에 있던 친구

와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놀거나,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웃에

게 도움을 받은 기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과

정들이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였다. 아이의 주 

양육자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엄마의 역

할을 위임받은 할머니, 돌봄 이모님, 놀이 선생님들이 쉴새 없이 아이 옆에 

밀착하여 아이를 돌본다.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무언가라도 계

속19)”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집에서 엄마들이 설거지할 때 애 볼 수 

없으니까 애 옆에 앉혀놓고 그래서 같이 설거지시키고 그랬잖아요. 사

실 그랬던 게, 그게 오감인 건데. 요즘은 아예 뭐 쌀알을 하든지 만질 

18) 강지선 인터뷰
19) 강지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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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촉감으로 쓴다든지 뭔가 더 학습적인 느낌으로 많이 시키시는 

거 같아요. 예전에 똑같이 모래놀이하고 다 똑같았는데, 그때는 이제 풀

어놓은 거고. 지금은 청결하고 굉장히 좋은 질감의 모래를 깨끗한 장소

에서 가지고 놀게 하고..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형태가 더 많아

진 거죠. (강지선)

현대사회의 소비하는 모성은 아이를 위해 모든 소비를 아끼지 않으며 베

이비시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문화센터나 키즈 카페 등의 다양한 시설에 아

이를 맡기고 여가를 즐기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종종 그려진다. 하지만 연

구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본 소비는 어쩔 수 없는 행위에 가까웠다. 김보

성 외(2014)는 쇼핑몰, 백화점 문화센터, 키즈 카페만이 아이를 데리고 외

출을 하는 엄마들을 받아주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육아가 가정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상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의 존재는 돈을 쓰는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함으로써 증명 가능하다. 베이비 페어, 유아 교

육전 등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소개하는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요새는 유아 교육전 이런 거 하잖아요. 베이비 페어처럼. 유교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학습지 업체들도 엄청 많고 영어 전집 회사들, OO 

영어나 이런 것도 엄청 많고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되게 가격들이 비

싸거든요. 저 때는 영어 막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아기 때부터 노출을 해야 된다, 뭐 겨울 지나면 노출을 하

고 그런 센터를 다녀야 된다 막 경고를 하니까. 좀 교육열이 있거나 불

안감을 느끼는 부모들은 그런 걸 막 하기도 하는 거 같아요. (김도연)

때문에 엄마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놀이 서비스를 구매하여 활

용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다. “이왕 노는 거 하나라도 교육이 되면 좋다고 생각20)”하

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에 비해 자신의 자녀들

20) 유민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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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시기가 꽤 앞당겨졌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

들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었고, 본격적인 공부는 중

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님들 역시 공부에 크게 

압박을 주시는 편은 아닌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

내주시는 등의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사교육 정보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어렸을 때 사교육을 통해 배운 것은 주로 학교 교

과 과목의 보충 정도였다. 

저희 엄마는 되게 그런 교육열 이런 게 별로 없으시고 그냥 자녀를 있

는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되게 터치를 안 하고 키워

주셨어요. (중략) 그 대신 이제 그래도 학군이 좋은 곳으로 늘 이사 다

녀주시고, 좋은 학원 이런 데 있으면 다 보내주시고 그런 건 있었죠. 그

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친구들한테도 영향 받으면서 

그렇게 큰 것 같아요. (박지호)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보다 사교육 기관이 크게 늘어났고, 그곳에서 가르

치는 대상이나 내용 역시 점차 세분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 중 절반 가량

은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새

로 생긴 건물이다 하면 다 학원21)”일 정도로 학원이 많다. 학원이 워낙 

많다 보니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

원도 굉장히 많다. 엄마들은 영·유아 자녀의 학원과 교육기관을 알아보면

서 시대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예컨대 이전의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창의력 수학, 연산, 수리 같은 식으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리딩, 스피킹, 라이팅, 발음 같은 식으로 그 분야가 나누어진다. 

예체능 분야 역시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졌으며 융합과 창의력 등을 강

조한 수업이 새롭게 생겨났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전처럼 단순하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난 뒤, ‘우리 애는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 학원을 보내야

21) 강지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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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라는 식으로 학원을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돈을 주고 자녀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방식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 역시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정은희

의 어머니는 교사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 정은희

에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켰다. 정은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아이에

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활동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요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누

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그 당시에 짐보리 하는 애가 많지 않았는데 저는 짐보리 했고. 그리고 

그 어린이 합창단도 했고 그런 거를 엄마가 다 시키셨어요. 그런 약간 

좀 대외적인 활동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시켰는데 그때는 그런 엄마가 

별난 사람이었어요. 엄청 별난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별나지 않

아요.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이렇게 시키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었고 워

낙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방에서 살아서, C 광역시에서 자

랐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 엄마가 엄청 노력을 했고. 지금 여기는 

게다가 여기가 사교육 1번지니까 더더욱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좀 선

택권이 많고 좀 편하고 시키는 게 부끄럽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니까 

약간 쉬쉬거리면서 시키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약간 주변에서, 

쟤는 너무 많이 한다….) 네네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되게 많았으면, 여

기는 남들도 이래, 돈 없어서 못 시키지. 이런 생각? (정은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은 최근 

한국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 세대의 달

라진 점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육아가 온전히 가정이 몫으로 남겨진 현실을 인식

하고,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구입하여 활용한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

터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유아 사

교육의 세계에도 발을 담그게 된다. 이러한 엄마들의 모습은 정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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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대신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 

체능단 같은 사설 학원을 선택하는 양상, 사교육 이용 연령이 점차 하향화 

되고 있는 양상(강승지·손유진, 2020)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3)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의 부재

(1) 육아 과학의 발달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그거 되게 다 옛날 방식들인

데22)”

육아 정보를 얻는 거라든지 그리고 훨씬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영유아 검진이라는 게 별로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

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더 체계적인 아이들 육아 관리... 그런 걸 생각

해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저희 세대에 비하면. 저희 엄마한

테 얘기 듣기로는 제가 돌 때까지도 뭐 이유식을 제대로 많이 안 먹었

다고 했었으니까요. 왜냐면 이유식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크

게 없으셨기 때문에. 애기들 그냥 모유만 먹으면은 다 크는 줄 알고. 

(임수현)

현대의 육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육아

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아졌다는 것이다. 현대의 엄마들은 

그들의 어머니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옛날 어머니들

은 “김치여도 삼시세끼 따뜻한 밥 있으면 되고, 옷 작아지면 헌 실 풀어

서 다시 크게 떠”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의 어머니들에게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다(최은영, 2014: 166). 할머니-엄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적인 육아 지식은 점차 폐기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생겨난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쏟아지고 있다. 육아 정보의 전승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현대의 어

머니들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체득하며, 이것을 이전 세대의 육아 

22) 박지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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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종종 윗세대와 갈등을 경

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친정 엄마, 시어머니, 도우미 

이모님과 이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저는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해 가지고 그때는 같이 애기 보고 신생아 

보고 했는데. 그래도 옛날 분들이 하는 그 방식이랑 또 다르니까 엄마

랑 좀 부딪히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 좀 차이가 있으

셨어요?) 그니까 저는 아기가 이제 분유 먹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좀 

재우려고 하는데 엄마는 막 애기 이렇게 계속 보고 싶으니까 안 재우

려고…. 성장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냥 안 재우고 계속 보고 있으려고 그

래 가지고. 먹놀잠이라고 그래 가지고 먹고 놀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된

다고, 낮에도 잘 자야지 밤도 잘 자고 그런다고 육아 서적 같은 거 보

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맞춰지진 않더라고요. (김도연)

온도 습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요즘 방식이랑 옛날 방식이 너무 달라

요. (제 어머니 세대의) 엄마들은, 엄마들은 춥다몬이에요. 한여름에도 

춥대요. 맨날 애 춥게 (키운다고), 춥다고 뭐 입히라고 그래요. 근데 요

즘에 병원이나 다른 책에서는 전부 다 애는 춥게 키워야 된다고 하거

든요. (정은희)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적절한 양육 지침

과 방식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 지침과 방식은 확실히 이전 세

대의 것과 다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조부모의 도움을 받

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세대 간에 통용되고 있는 육아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이모님’으로 통칭되는 시간제 양육도우미 

역시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중 김

유진, 정은희, 박지호는 도우미 이모님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도우미 이모

님께 아이를 완전히 맡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이모님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최종 결정은 엄마가 해야 한다23)”고 생각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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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혹은 시간제 육아 도우미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엄마의 대행

자에 가까우며, 육아의 전체적인 기획은 여전히 엄마의 몫이다.

(아침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보다 일찍 나가거나 그런 상황도 있

을 텐데 그러면은 이모님께 미리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안내를 하신다든지 정해주신다든지 하고 가셨던 거세요?) 네. 지정된 장

소에 양말까지 꺼내서 그러면 이제 딱 (옷 입히는) 그거만 해주시고. 식

사 준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재료 가지고 해주세요. 아니면 뭐 요리 

하셨을 경우에는 오늘은 이거이거 만들어주세요. (중략) 익숙해진 분이

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그날에 맞춰서 옷 꺼내서 준비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엄마의) 결정이고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엄마가 져야 되는 거니까. (김유진)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양육자는 최근의 지식을 알고 있

고, 아이를 전문적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녀의 식사를 영양학

적인 지식에 맞춰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놀이를 

해주며, 영어와 같은 학습적인 부분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

나 이만큼 아이를 전문적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양육자를 구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박지호는 “진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케어를 해

주실 만 한24)” 분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다. 박지호는 노년기

의 소일거리로 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육아 

전문가를 구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자녀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사람은 

‘당장이라도’ 구할 수 있어도,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놀이를 해주

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육아 도우미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금 이 정도 월령의 아이가 되게 되면 사실 발달에 맞게끔 잘 놀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는 베이비시터 중에 찾기가 굉

23) 김유진 인터뷰
24) 박지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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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능숙하게 분유 먹이고 이유식 뭐 그런 건 본인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아이에게 진짜 뭐 인과관계로 알려주는 이런 

놀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협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놀이를 알려준다든

지 그런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박지호)

모세대와 조모세대가 서로 다른 육아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주·이영경·연희정(2014)은 모세대가 조모

세대의 양육방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Q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

다. 모세대는 조모세대의 전통육아 방법에 대해 ‘조화로움을 통한 관계지

향적 육아’, ‘한국 고유의 전승 가치를 담은 원형적 육아’, ‘생명을 존

중하는 실천 중심적 육아’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현대적 변형이 필요한 

애착육아’라고 받아들였다. 조모세대와 모세대의 육아 모습은 자연스러웠

던 육아에서 익숙하지 않아 어려운 육아, 마음으로 키우는 육아에서 경제

력으로 키우는 육아, 이웃 공동체와 함께했던 육아에서 어려움을 풀어갈 

조력자를 폭넓게 선택하는 육아로 변화해 왔다(석선화·권미량, 2016). 

결국 할머니나 육아 도우미, 베이비시터25)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은 엄마의 대행자일 뿐이며, 엄마가 육아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연구참여자들은 할머니, 도우미 이모, 베이비시터를 활용하는 과정

에서 세대 간 다른 육아 지식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다. 육아 지식이 크게 

발달하여 조모세대와 모세대 간에 공유되는 육아 지식에 차이가 생겼으며, 

이 때문에 조부모나 도우미 이모님을 활용한 육아 역시 엄마들에게는 충분

한 대안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부족: “생각보다 이용할 만한 곳이 적

어요.26)”

25)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두 단어를 모두 활용하고 있어 본문에서도 육아 도우
미와 베이비시터를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육아 도우미와 베이비시터의 사전적인 의미
는 동일하며, 의미상 특별한 구분은 없다. 

26) 박지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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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의 취

업 중단 사유로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 전체의 32.8%를 차지하

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최연소 자녀 연령이 3세일 때 믿고 맡길 곳

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보건복지부, 2018). 

이전에 비해 영유아 교육기관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엄마들

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상당수도 아이를 기르는 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운이 좋게 자녀가 시

설과 교육 과정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을 다닐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순번에서 밀리면 그런 어린이집에 가는 건 

쉽지 않다. 자녀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는 연구참여자들은 가정 어린이집

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며,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더구나 현재는 Covid-19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린이

집을 나가는 것조차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타의 영·유아 교

육기관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활

용할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박지

호는 원래 빠른 복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려고 하니 어린이집의 상황 때문에 복직이 내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저는 이제 엄청 일을 좋아하고 일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막 제가 이제 통역하는 일을 하는데 작년에는 뭐 출국을 코로나 전에

는 1년에 막 20번씩 할 정도로 동시 통역을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되게 이제 매니저급으로 인정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당연히 출산하면 8

월에 출산하고 내년, 올해 1월 1일에 복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렇게 바로 들어가고. 근데 막상 애를 낳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 심경

이 변화하고 생각보다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적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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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중략) 사

실 어린이집도 요즘 너무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보육료가 안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월 100까지 들여가면서 놀이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그곳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선생님들의 질도 높고 그래서 그렇다는 게 있

듯이. 어린이집도 일단은 다 저도 등록하고 양육수당 다 포기하고 그쪽

으로 지금 돈을 내고 있기는 한데, 안 보내고 있는 이유가 너무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9명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외관

상으로는 정말 괜찮은 곳이라서 너무 보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좀 그렇더라고요. (박지호)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긴 시간 동안 자녀를 맡

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

은 연구참여자들은 이르면 점심 식사 시간 전에, 보통은 오후 3시 경에 자

녀를 집으로 데려온다. 일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아

이를 아빠나 할머니, 도우미 이모님을 활용해서라도 자녀를 통상적인 보육 

시간에 맞춰 하원시키려고 하고 연장보육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기지 않는

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그렇게 오래 맡기는 것에 대해 꺼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네 요새는 연장보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7시에도 보낼 수 있고 저녁 

7시, 6시에도 하원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오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내기 

싫으면은 등하원 도우미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김

도연)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4시에 하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아

이들은 다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원하는데 저희 아이만 남겨져 있으면

은 엄마가 안 온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엄마가 나를 두고 가버

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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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먹고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아이도 피곤해 하기도 하고. 

(임수현)

연장보육과 같은 제도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 시작했지만, 정책 의도와는 달리 장시간 보육은 중산층 이외 집단에서 

잔여적인 복지로 작동한다. 경제적·인적 자원이 있는 사람들은 장시간 보

육트랙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산층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중산

층 워킹맘들까지도 장시간 보육을 피하려고 한다. 중산층 워킹맘은 일로 

인해 자녀와 24시간 함께하는 전일제 모성을 실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양육자를 동원해 전업주부에게 요구되는 이상

적인 모성을 실천하고자 한다(백경흔, 2017). 자녀를 장시간 어린이집에 맡

기는 엄마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시선과 어린이집에 오래 남아있는 아이

에게 가해지는 ‘불쌍한 아동’이라는 낙인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너무 장시간 기관에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 

엄마들이 다시 복직해서 일을 다니려면 그 시간 동안 누군가 아이를 봐

줘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들은 내 아이를 봐줄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 결국 엄마들은 ‘초보여도 내가 배워 가면서, 

내가 전담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최

신의 육아 지식을 습득한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엄마들은 육

아 서적을 보면서 아이를 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예준은 작년 3월부

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Covid-19 때문에 계획

을 변경했고 올해 3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이전까지는 거

의 자신이 전담해서 아이를 봤다. 집안일을 다 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알차

게 보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집안일은 이모님을 불러 해결했고, 본인은 

자녀 양육에 집중했다. 

연구참여자들 중 문화센터 등의 보육·교육 시설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



- 64 -

는데, 활용하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문화센터 수업은 어떻게 골랐냐

는 질문에 김유진은 “그냥 맞는 시간에 맞는 개월 수” 수업을 골랐다고 

답했다. 신체나 영어, 오감놀이 등 하고 싶은 수업들이 있었는데 접수도 어

렵고 시간도 안 맞았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시간과 날짜가 맞는” 수업

에 보내게 된 것이다. 박지호 역시 자녀와 함께 집 근처 문화센터를 방문

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접수가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런 코로나 상

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마감이 돼서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 쉽

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많은 영·

유아 대상 수업이 부모 동반을 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문화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린이집 사건사고 소식이 비일비재하게 들려오는 요즘, 엄마들이 시설

이 열악한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을 완벽하게 믿고 자녀를 맡기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동네에서 저렴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같은 시

설 역시 여러 제약으로 자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2020년부터 이어진 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 양육시스템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결국 엄마들은 아이를 만족스럽

게 기를 수 있는 적임자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2. ‘엄마되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습의 양상

1) 조율: 일-가정 조율과 현대 모성상(像)의 수용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현

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자 혹은 양육 시

스템이 거의 없다는 것 등의 사회적 조건 역시 체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에게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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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다.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에게 이러

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나름의 답을 해가는 과정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여러 기회와 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엄마’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첫 

과정이기도 하다. 여성의 일-가정 조율 양상을 다룰 때, 일하는 엄마와 일

하지 않는 엄마를 구분하고 각각을 ‘워킹맘’, ‘전업맘’으로 구분하여 

호명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가 된 자신의 삶

을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낳은 여성의 생

애를 부모로 이행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이 시기를 경험하는 여

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성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일-가정 조율 양상을 살핀다. 현대적인 모성 담론의 수용과 협상을 통해 

드러나는 ‘좋은 엄마’ 되기 과정을 보고자 한다. 

(1) 일하지 않는 여성: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엄마

연구참여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자녀의 주 양육자가 된 이유 중 하

나는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일

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

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됐다. 

첫째,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장의 가계 운영에 경

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시간

에 도우미 이모님, 베이비시터 등을 활용한다면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

다.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그 시간에 아이를 돌보면 그만큼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몰두

하는 것을 경제적이라고 판단한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시간제 

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경우, 자녀의 수와 월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시간당 

13000~15000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엄마들이 하루에 최소 3~4시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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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5일씩 등하원 도우미를 활용한다면 결국 “요만큼 벌고 이만큼 또 써

야27)” 하는 것이다. 엄마들은 자신이 일을 하고 받는 월급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등하원 도우미 월급이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월급이랑 차

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출근한다고 하면은 아침 7시 이때 부르

거든요, 등하원 도우미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아침에 밥 먹이

고 봐준 다음에 등원시키고 그 다음에 한 3시, 4시에 다시 오셔 가지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4시부터 7시까지 또 봐주시는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을 일찍 하원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고용을 해

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이고, 사람마다 (시급이) 다른데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했을 때는 시간당 15000원 막 이러거든요. 6시간에 

15000원. 하루에 9만원이면…. 월급이 그거보다 많기는 하겠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좀 요새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김도연)

김도연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일을 해

서 버는 월급이 도우미에게 줄 수당보다 크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몇 시간씩이나 자녀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결국 일을 그만두고 자녀 돌보기에 집중한

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자녀의 전체적인 교육비를 줄인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

에서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연

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교육비는 현재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용할 

교육비를 모두 포함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의 어린시

절을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며, 때문에 이 시기

27) 윤서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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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굉장히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민하는 자신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활용하여 자녀의 영어 사교육을 보

조하고 있다. 최민하는 집에서 복습을 시키지 않고 학원에 전적으로 아이

를 맡기는 엄마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학

원 수업 내용을 자녀와 함께 예·복습하면, 학원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최민하는 자녀의 영·유아기 시기에 

일을 하지 않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라고 본다. 이 시기에 엄마가 자녀 교육을 꼼꼼하게 챙기면, 이후에 이중으

로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에서 대학을 나와 일본어를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윤서연은 자신의 어학 

능력을 활용해 자녀의 한자 공부를 봐주고 있다. 

오늘 배워야 되는 거에 mommy mommy look at me 라는 게 있거든

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다음 주 배울 거를 집에서 일주일 내내 불

러줘요. 그러면 한 그저께부터는 자기가 적응해서 따라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수업할 

거를 일주일 내내 엄마가 repeat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애가 그냥 스쳐가면은 나

중에 애를 또 다시 영어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최민하)

엄마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자녀의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어

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엄

마가 먼저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예준은 자녀와 공원을 찾아 자연

관찰을 하곤 했다. 자연관찰을 하기 전에 자녀와 곤충, 식물 등에 대한 책

을 읽었다. 자녀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됐고, 자연관찰을 나가 실제로 자녀에게 그것들을 설

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하는 자녀를 위해 TESOL28) 자격증을 취득했

28)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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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가 영어유치원에 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영어를 조금 더 전문적으

로 배워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몇 년

이 지난 지금도 그 판단이 유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애기 돌잔치 하고 나서 바로 Y대학교에서 TESOL

도 따고 그랬거든요. TESOL 따는데 한 300만원인가 400만원 정도 들었

어요. 근데 제가 애기 아빠한테, ‘애기 영어유치원 한 달에 얼만줄 알

아? 영어유치원 한 달에 160만원인데 영어유치원 보내도 그만큼 원하

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TESOL 공부해서 차

라리 내가 이걸 배워서 애를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라 했어요. 정말 제가 애기를 데리고 해보니까 엄마가 할 수 

있다면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엄마가 해주는게 좋은 건 사실

인 것 같아요. 영어유치원 다니는 또래 다른 친구들은 말을 못해요. 근

데 저희 애기는 abcd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최민하)

이때 연구참여자들의 선택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

루어진 선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기도 했다. 임신, 출산, 양육 기간 전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

고,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연구참여자들이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

유 중 하나는 자신 외에는 육아를 맡을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

의 배우자들은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정은희

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침 일찍 출근했다 저녁 늦게 돌아올 만큼 

바쁜 직군에 종사하고 있어 주말 외에는 육아를 돕기 어려웠다. 부모의 도

움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

주중이었고, 설령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는 자연

스럽게 엄마의 몫으로 넘어오게 된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생겨난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 등의 현대적 

모성 개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육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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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무조건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최은영, 

2014).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육아 지식을 습득하고 자녀의 곁에서 24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배우자와 조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자녀의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

여자들 대부분이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이고 출산 이전 확실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일을 그만

두었다. 이 때문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엄마가 벌이가 더 적으니까29)” 일을 그만 뒀지만, 요즘

은 “엄마가 벌이가 더 많은데도30)”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주로 엄마가 일

을 그만 두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연

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좀 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소득이 높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엄마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이 이유보다

는 아빠가 자녀의 양육에 보다 서투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컸다. 연구참

여자들은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자녀 양육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

보고, 자녀 양육 관련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쉽다고 말했다.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 담론 등의 현대적 모성 담론은 적극적으로 육아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모성상을 제시한다. 생물학적 모성과 양육적인 모성이 다르다는 

것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모성상을 습득한 누구나 이론적으로 ‘좋은 엄

마31)’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사실상 남성이 그런 지식과 정보

를 습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양육을 분담하는 

29) 정은희 인터뷰
30) 정은희 인터뷰

31) 여기서의 엄마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모성, 집중적 모성 
등의 현대적 모성을 잘 받아들여 자녀를 그에 맞게 꼼꼼하게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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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강혜경(2013)은 남성 육아휴직자 양육 경험과 성별 관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3명의 남성 육아휴직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이후 가장 크게 느낀 양육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여성에 비해 접

할 수 있는 ‘양육정보’가 적다는 점이다. 여성은 임신 과정부터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양육 준비를 미리 시작하지만 남성들은 그렇게 하기 어

렵다. 뿐만 아니라 모여서 양육 얘기를 하는 문화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에 필요한 정보 교환이나 양육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남성 

집단이 거의 없었다. 

엄마가 벌이가 더 많은데도 그냥 엄마가 그만두고 아빠가 다니는데. 엄

마는 그게 (일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

도 어쨌든 아빠가 좀 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

로 보면은 아빠가 좀 더 많이 번다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적

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아요, 남자들이 아직도. 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있어서. (정은희)

자녀가 어렸을 때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기반으로 한 밀착 돌봄이 필요

하다는 생각 역시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게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

쳤다. 최근에는 단순히 아이를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정서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데, 이러한 애착관계는 엄마가 오랜 시간 자녀와 시간을 보냄으로써 형

성 가능하다.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 담론은 모성을 여성이라면 누구

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그 학습은 가정 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어린 자녀를 봐야 한다면 육아는 대부분 엄마의 몫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출산과 육아 초기에 위와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

며 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수정한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에 대한 애착 역시 상당했다. 성인이 되고 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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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직업을 가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직업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아이를 낳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다. 이들의 모든 우선 순위

는 아이에게 가고, 자신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아직 자

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줘야 한다는 생

각을 가지고 일 대신 아이에게 시간을 쏟기 시작하며, 아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한다. 

애기는 보통 8~9시 사이에 자니까 보통 그날 12시, 1시까지는 온전히 

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런 정보(육아 정보)들을 

습득하는데 저도 이제 저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시간을 이렇

게 많이 할애할 줄 몰랐어요. 좀 복직하기 전에 공부도 좀 하고 자기 

계발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새가 없더라고요. 이거 하

기도 바쁘고. (임수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 이후 자신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이야기 했다. 퇴사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엄

마들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하기도 

했고, 남편과 자신 중 누가 그만두는 것이 더 유리할지 비교해 보기도 한

다. 하지만 결국은 보통 엄마인 연구참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자녀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최근 여성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고, 여성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강

한 직업 의지와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

등은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여전히 양육은 사회적 책임보다는 

어머니로 대변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있다(강혜원, 2018). 연구참여자들

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러 가지 근

거에 기대어 일을 그만둔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현대 사

회에 어머니가 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담론 속에서 자신에게 잘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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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일하는 여성: 다양해진 현대 모성상을 수용한 엄마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 환경이 조성

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어머니 노릇이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강

혜원, 2018). 가정과 일 사이의 갈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유민영, 임수현, 김유진은 아

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민영은 2년 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거

치고 2020년 4월 회사에 복직했다. 현재 Covid-19와 사업 축소의 영향으로 

주4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임수현과 김유진은 육아 휴직 중이다. 둘 다 

2021년 8월에 복직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진은 복직을 위해 3월부터 입주 

도우미 이모님을 구했다. 임수현은 배우자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근

무하고 있어 배우자의 재택근무와 자신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부부 둘이 

아이를 돌보려고 계획 중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일을 지속하려는 원인 중 하나는 어머니가 아닌 ‘나’

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러한 선택을 한 연구참여자들이 떠올

리는 ‘나’의 모습은 결혼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직업을 놓치지 않는 

멋진 어머니’로서의 ‘나’라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일을 지속해야겠

다는 결심을 한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계속 하셨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

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없어서 싫었던 기억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일하는 것이 좋았다며, 자신도 자녀에게 그런 엄

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돈을 버는 것 역시 일을 지속하려는 이유 중 하

나였지만 그것보다는 일을 통해 가정에서 벗어나고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

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사실 저는 뭔가 애를 보고 싶고, 애한테 항상 엄마가 있게 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엄마가 (집에) 없었지만 이렇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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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고,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우리 엄마가 일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

리고 이제 항상 일하는 엄마를 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집에 있으라고 

하면 못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유민영)

일을 할 경우에는 그냥 온전히 저잖아요. 제 가족 관계 이런 게 다 필

요 없고 그냥 직원 누구누구잖아요. 그런 상황을 갖고 싶어요. 집에서 

힘들더라도. 회사가 힘들긴 한데 회사에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요. 어

쨌든 조직 생활이니까. (김유진)

이명희·김현주(2018)는 고학력 여성이 퇴사 이후 역할 전환을 경험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퇴사한 고학력 여성들은 근무 여건에서 어려움을 경험했

으며,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퇴사를 경험했다. 퇴사 

이후 전업주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역할 상실을 

의미 상실로 느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지만,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일

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만 몰입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가지

고 있으며,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를 기

르는 데서 오는 기쁨과는 별개로 자신의 인생을 거의 완전히 포기해야 한

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녀 양육에 몰입

하면서 자신을 잃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자녀 양육에 너무 몰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공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신의 일에 열

성적이다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이러한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32). 

32) 연구참여자들은 면담에서 직장을 쉬고 있을 때 자신이 느꼈던 우울감과 공허함을 상당
히 피력했다. 이는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연구참여자가 엄마가 되는 초창기에 느끼
는 감정이다.

 “그니까 직장을 관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그 육아휴직 한 1년 반 가까이를 지내
다보니까는 직장 없이 아이만 바라보는 삶이 제 적성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뭔
가를 해야지 사회생활을 해야지 제가 뭔가 숨을 쉬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중략) 이
후에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더라도 그 이후에 엄마가 할 일들이 (지금에 비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
고요. 자기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자기는 혼자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은 나의 도움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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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옛날에는 (중략)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뭐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2년 전에 일을 관뒀잖아요. 관두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계속 일을 많이 했고 가게도 장사

가 되게 잘 됐고 하니까 아 내가 이거 아니라도 나는 갈 데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A시에 가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애기 때문에 시간이 다 안되는 거에요. 책 읽어주는, 그런 그런 것도 있

어요 애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했는데 돈이 안되더라고요. 백만원? 

한달 내내 일해 봤자 백만원. 뭐야 무슨 백만원 막 이러면서 아유 안해 

이러면서는 안하고. 그러다가 계속 집에만 계속, 어린이집 가고 있기가 

그래서 아 어디 파리바게트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에요 시간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짧고. 그래서 그냥 뭐 마실 겸 걸어갔다 걸어오면서 잠깐 

할까 그랬더니 갔더니 ‘헤, 나이가 되게 많으시네요’ 이러시는 거에요, 

저한테. 사장이랑 둘이 일하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느낌이. 나도 사장이었어. 뭔지 아시죠. 기분이 되게. 근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윤서연)

연구참여자들 중 몇몇은 오히려 일하는 엄마를 ‘좋은 엄마’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 박지호는 자신보다 먼저 출산한 주변 사람들이 자녀가 초등

학교 입학 이후 일하는 엄마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봤다. 윤서연은 일을 그만두고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는 요즘 오히려 

이전보다 자녀에게 “덜 해주는 것 같다33)”는 생각에 가끔 아쉬움을 느끼

기도 한다. 윤서연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게 무언가를 사주는 것에도 부담이 없었고, 평일에 못해준 만큼 주말에 더 

필요 없고,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되게 소외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관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수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에요. 이건 진짜 아닌 거 같고, 계속 머리는 바보가 되는 거 같고, 나는 너무 매일 비
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행복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지호)”

33) 윤서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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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 주기 위해 외출도 자주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막 옛날에는 이제 돈을 잘 벌고 했으니까 주말마다 어디 가서 뭐 할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집에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

게 희생하는데, (이전보다) 덜 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덜 해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안하다, 내가 오늘 어린이집 보낸다 이 생각에 

너무 미안해서 주말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막 도시락 싸서 놀러

갔다오고, 아침부터 가고 풀로 놀아 줬거든요. 스케줄 딱 짜서 오전에는 

어디 갔다가 오후에는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놀아 줬는데. 지금은 그

런 것 없어요. 집에 있으니까 더 퍼지고. (윤서연)

강지선과 최민하, 정은희는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부업(방과후 교사, 개인 과외, 임대업 등)을 찾아서 여유시간에 조

금씩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들도 자녀가 

조금 더 큰 이후 자신의 손이 덜 가는 상황이 온다면, 다시 일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 이후 교사로 근무하며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친 한예준은 이후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줄어든다면, 다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

에게 밀착해 자녀를 돌보느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거의 없었지

만, 자녀가 크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줄어들면 다시 일을 하고자 

한다. 자녀를 돌보는데 여유가 생겨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자녀를 다 

키운 어머니가 느낄 상실감과 외로움 등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시 기간제라든지 그

런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을 좀 더 키워

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때 다시 한번 미국에 가게 되면 

그때 저는 Tesol이라는 과정을 이수를 해서 그런, 저는 영어 교육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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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아니지만, 그쪽도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예

준)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이후 다시 복직을 

계획하고, 퇴직 후에도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자녀 양

육을 목적으로 일을 쉬거나 그만두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완벽하게 퇴장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여성은 여전히 일과 가정

이라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놓여있다. 때문에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자

녀를 기르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질 필요

가 있다고 말한다. 최민하는 자녀를 기르면서도 일을 쉽게 도전해볼 수 있

는 시간제, 반일제 근무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민하는 전

일제 근무를 하면서 자녀 양육을 동시에 완벽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계획하고 있는 임

수현과 김유진은 유연근무제,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

는데 회사 내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적어 자신이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조금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임수현과 김유진은 이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활용이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는 현

대 사회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모두 투영하고 있다. 일

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몰입하는 것, 일을 그만두지 않고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각자의 가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자발적

인 선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반영된 모습이기도 하다. 일을 그만둔 연구참여자들이 시간제 근무나마 일

을 지속하려고 하고, 일을 지속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출근길마다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것은 이들의 선택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상

적인 ‘엄마’의 상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위 말하는 ‘워킹맘’과 ‘전업맘’은 완벽하게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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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발표한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퇴사를 고민

한 경험이 있다34).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는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일하는 엄마는 일과 가정을 조율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취해야 

하는 임시적인 상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장면을 

오가며 다양한 모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 모두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

민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연구참여자의 모습은 현 시대에 어울리는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2) 습득: 다양한 창구를 통한 정보 습득

조모세대의 엄마들은 육아를 할 때 이웃공동체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육아의 공백이 생기면 품앗이 형태로 메꾸어 갔고, 육아 문제

에 부딪혔을 때 서로서로 해결방법을 주고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참여

자들이 속해 있는 모세대의 엄마들은 이웃공동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석선화·권미량, 2016). 과거의 공동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육아

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이전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연구참여

자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대신 전문가들이 쓴 책과 영상, 온라인 커뮤

니티, 자녀교육기관과의 소통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

었다. 

(1) 전문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과 영상

육아 과학의 발달은 현대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고 여겼던 육

34) 95%가 '퇴사 고민'하는 워킹맘, ‘우리동네키움센터’ 찾아라(뉴스투데이 2021년 5월 
10일 기사)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510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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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도 전문가들로부터 만들어진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끊임없이 들

어오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높은 육아서 판매량은 육아를 위해 전문가의 

지식이 담긴 책을 구매하는 엄마 독자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음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서점 예스24가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의 도서 누

적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2006~2015년 베스트셀러 100위’ 중 유아 도서

가 10권을 차지했다35). 이처럼 육아/아동 관련 도서는 출판 시장의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차지하고 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가정돌봄의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면서 육아/아동 관련 도서의 매출은 더욱 커졌다36). 출판업

계에서 육아/아동 관련 도서의 비중이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참고하는 것이 어

느 정도 육아의 정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기본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전문가의 이야

기가 담긴 책과 영상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다. 

네 뭐 블로그도 있고 사람들 얘기도 있고 한데 가장 믿을 수 있거나 

그 부분에서 그냥 많이 공부를 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전문

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요약정리한 책이잖아요. (김유진) 

책과 영상 등을 통한 정보 습득은 자녀의 임신 단계부터 시작하여 출산

과 양육의 과정으로 쭉 이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임신했을 때부터 

책을 사 읽기 시작했다. 직장생활, 입덧 등의 건강 문제, 집안 살림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완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많은 연구참여자들

은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발췌해서 읽는 방식으로라도 꾸준히 책을 읽었

35) 지난 10년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데일리, 2016년 4월 21일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77926612618416&mediaCodeNo=257&OutLnkCh

k=Y

36) 코로나에 ‘책 육아’ 열풍… 어린이 책 출판시장 호황 (동아일보, 2021년 2월 16일 기
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6/105432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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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 출산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을 찾았다. 책을 읽기에 상

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TV프로그램, 인터넷 칼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가 된 요즘은 유튜브를 활용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저는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동영상은 다 봤어요. 일하면서도 우리 애

기한테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남편도 애기 태어

났을 때부터 영아, 태아의 탄생부터 해 가지고 유튜브 다 봤고요. 그 

OOO 교육법 그것도 외웠어 외웠어. (윤서연)

특히 뭐 유튜브에 아이연구소라든지 그런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소

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올리는 그런 영상 같은 데에 나와 있는 거를 

수시로 많이 보고 했었고요. (박지호)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은 의학 전문가 집단이

다. 육아 도서나 유튜브 영상 등도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주로 활용하며, 책이나 영상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은 병원을 찾는

다. 정은희는 임신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이야기 듣기 싫어

서” 병원을 많이 활용했다. 임신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겼

을 때는 소위 ‘대백과’라고 불리는 책을 살피거나 병원을 찾았다. 

임신과 출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병원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의 신체 발달이다. 엄마들은 병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기들의 키와 몸무게 척도를 자녀 성장발달의 지침으로 삼고, 그 척

도에 비추어 스스로의 어머니 노릇을 평가한다.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상

위 10% 이내면 뿌듯해하고,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중위권 이하라면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지 고민한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의

학 전문가로부터 만들어진 지식을 상당히 신뢰하고 그것을 어머니의 평가 

준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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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기가 저체중으로 태어났어요, 만삭 주수를 채운 저체중아. 근데 

저도 만삭 주수 저체중아였는데 저는 키가 그렇게 작지가 않은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작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주사

를 맞고 있는, 성장주사. 또래보다 많이 작아서. (중략) 그 키, 키 문제

가. 얼굴은 고쳐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키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

니까 이제. (강지선)

이전보다 체계가 확실해진 영유아 검진 역시 엄마들이 스스로의 어머니 

노릇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새로운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처음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급여 수급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새로운 영유아 건강검진은 혈액검

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의 검사 중심이 아니고, 영유아의 

특징인 성장과 발달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활 습관 개선 교육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문진수·이순영·은백린·김성우·김영기·신손문·이혜

경·정희정, 2010).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시기의 건강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검사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되

었으나, 많은 엄마들에게 일종의 어머니 노릇 시험대로 작동하고 있다. 

영유아 검진 때 질의응답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검진할 때 애기 

몸 상태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설문조사 하는 거

라고 해야 하나 그런 종이를 주시는데 거기에 써 있는 항목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이를 욕조에 혼자 두고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이

라도 두고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질문 항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예라고 체크를 했으면 가끔 자주 이런 식

으로 체크를 했으면 그때 의사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절대 그렇게 두

시면 안 된다고 이제 지도해주시고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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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얼마 전에 24개월 그때도 영유아 검진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표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있어

요. 근데 보는데 막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니까 뭔가 못하는 

건 아니고 시켜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켜봐도 애가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

게 해보라고 하는데 뭐 잘 못 알아듣고 돌 때는. 영양상태는 (검진을) 

너무 빨리 받으면은 막 발달 지원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차가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받는 건데 그 항목들이 보통은 24개

월이 돼야지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가라고. 저도 

18개월 그때 처음 지켜봤을 때 거의 다 못하던 거를 이제는 다 하더라

고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 결과로 스트레스 받는 부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몸무게랑 키를 막 상위 몇 프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평균보

다 낮으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김

도연)

엄마들은 전문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과 영상, 혹은 병원의 도움을 받으

며 아동 발달과 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한다. 정보를 얻을 창구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취사선택

하기가 용이해졌음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현대 사회를 살아

가는 엄마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단순 

정보로만 작용하지 않으며 때로는 엄마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규범으로 기능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단 그것을 무작정 따라 해 보는 방식으로 책이나 영상 

속에 있는 지식, 병원에서 전해 들은 지식을 익힌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

는 아이를 씻기는 법, 아이에게 수유하는 법, 수유와 잠 패턴을 맞추는 법, 

아이의 수면 시간, 이유식 재료와 준비법 등을 일단 따라 해 보며 배우는 

것이다. 그러다 그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형성된 규범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육아에 있어서 전문가

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사실



- 82 -

이지만, 이론과 현실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으며, 육아는 현실에서 부딪히

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동교육기관에서 근무

했던 강지선은 실제로 내 아이를 기르는 과정은 책과 전혀 다르다고 말한

다. 

전공책 한 번씩 뒤져 보다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서. 우리 애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기본 맥락은 

같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책에는 굉장히 획일화된 내용들이 있을 수밖

에 없잖아요, 책이기 때문에. (중략) 육아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육아 백

과사전 같은 거.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가 다 들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강지선)

수유 간격, 잠 시간 등에 관한 정보는 표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꼭 맞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정보들

이 결국 내 아이에게 꼭 맞지 않으며, “결론은 애 by 애”라는 것을 경험

을 통해 배운다. 아이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책에 있는 정보

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엄마가 직접 타협과 

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타협과 변주는 과학적 모성과 집중

적 모성 담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학적 모성과 

집중적 모성 담론이 규범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전문적인 어머니는 의학, 

교육학, 가족학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부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함으

로써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부적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

서 괴리가 발생하며, 육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그 괴리를 경험했다. 괴리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책

대로만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아이를 뭐 거기 보통 

4~6개월에 목을 가눈다 어쩐다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개월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젖을 물 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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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는 젖

을 물고.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책에 있는 

게 정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책을 통해서 뭔가를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러

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은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더 유

용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임수현)

임수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의 신체 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들보다 부모-자식 간의 애착 관계, 자녀의 정서 지도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 부모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지식과 정보가 더 유용

하다고 생각한다. 아동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

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이나 영상을 찾는다. 이는 부모로서 부족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찾으려는37)” 노력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

는 이웃 혹은 어른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해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

들이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용

조모세대와 모세대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는 엄마들 

간의 소통 양상이다. 조모세대의 엄마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소

통했다면, 젊은 세대 엄마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또래 어머니들과 자녀 양육 경험을 공

유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이를 먼저 키워본 선배 어머니들의 조언을 

듣는 공간이자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이

며,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상담이 오가는 의사소통의 창구이다(김

미혜, 2007). 전국적으로 유명한 네이버 맘카페 M의 회원 수는 300만 명을 

37) 강지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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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다. 온라인 상에서 나이가 비슷한 또래 엄마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 젊은 세대 엄마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맘카페이다. 연

구참여자들은 최소 2~3가지 종류의 맘카페에 가입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여러 맘카페에 가입한 이유는 활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얻는 맘카

페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입한 맘카페는 크게 전국구 맘

카페, 지역 맘카페, 테마별 맘카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고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사안에 따라 다른 맘카페를 방문했

다. 

3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있는 네이버 맘카페 ‘M’은 전반적인 

아기 발달 사항에 대한 정보가 많은 편이다. 회원 수가 많다 보니 글도 굉

장히 활발하게 올라온다. 임신 질문방, 출산 질문방, 육아 질문방 등의 주

제로 그 아래에 세부적인 게시판38)이 굉장히 많아, 육아를 하다 궁금한 것

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하기 용이하다. 육아용품에 관한 쇼핑 정보 등을 

여기서 얻기도 한다. 여행, 돌/백일잔치, 쇼핑 등에 대한 게시판이 별도로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쉽고, 연령과 지역별로 나누어진 수다방이 있어 조

금 더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다. 

‘동네 살아가는 소식들’과 같은 지역에 터한 정보를 얻을 때는 00구 

맘카페, 00시 맘카페와 같은 지역 맘카페를 활용한다. 동네에 새로 생기는 

쇼핑몰 정보, 병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지역 맘카페를 통

해 공유된다. 어느 병원에 가면 친절하게 진료를 잘 봐주신다더라, 이런 상

황일 때는 이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다, 이 어린이집의 교육과정과 선생님

이 좋다더라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지역 맘카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결혼 후 남편과 자신의 직장 출퇴근을 위해 이사를 한 임수현은 아이의 어

린이집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맘카페에 가입했다. 이사를 온 지역이 기존

38) 임신질문방 아래에는 임신준비 질문방, 테스터 질문방, 초음파 질문방, 유산관련 질문
방, 임신 중 질문방, 난임/인공/시험관 질문방이, 출산 질문방 아래에는 분만 질문방, 산
후조리 질문방, 산후다이어트 질문방이, 육아 질문방 아래에는 신생아 돌보기 질문방, 
아이가 열이 나요!, 수유 질문방, 이유식/유아식 질문방, 아이 건강 질문방, 육아 질문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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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이 알던 지역이 아니라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입해서 등업을 해야겠다 했던 제일 결정적인 이유

가. 어린이집 정보. 이게 사실 다른 데서는 전혀 얻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엄마들끼리 그 전에 사전에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부러 글을 올려서 어디 (어린이집) 정

보가 어떤지 좀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거기서 더 확

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여기가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이랑 제 직장 중간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

을 결국에는 온라인에서밖에 얻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임수현)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든지, 자폐가 의심된다든지, 책육아나 엄마표영어

와 같은 특별한 육아 방식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맘카페를 활용한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설립 목적에 따라 분화되

는 것이다. 자녀가 밥을 안 먹어서 고민이 있는 김도연은 밥 안 먹는 아이 

엄마들이 모인 카페에 가입했다. 그 카페는 자녀의 월령에 따라서 게시판

이 구분되고, 분유를 안 먹는 아기 엄마들, 이유식을 안 먹는 아기 엄마들, 

밥을 안 먹는 아기 엄마들이 게시판에서 모여 고민을 나눈다. 밥을 잘 먹

게 하는 영양제 등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책육아나 엄마표영어 

등의 카페를 활용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이들 

카페 역시 자녀의 월령에 따른 적절한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교육을 위한 

다양한 책을 공동구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의 맘카페 활용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은 

빠른 정보 습득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맘카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24시간 가리지 않는 빠른 소통을 꼽았다. 아이가 아플 때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맘카페에 글을 쓰면 언제든지 빠르게 댓글이 달린

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예컨대 자녀가 아픈데 병원에 가기 어려운 

늦은 밤 같은 상황에서 맘카페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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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낮에는 무조건 소아과라도 가죠. 소아과 가서 뭐라는지 물어라

도 볼 수 있는데. 애들이 밤에 아픈지 낮에 아픈지 예고하고 아프지 않

으니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

테 물어봐도 부모님들은 이제 너무 옛날 분이시니까 다 괜찮아 이러지

만, 신생아에 첫애면 엄마 아빠 완전 멘붕 상태거든. 애가 갑자기 기침

만 해도 이건 지금 무슨 큰일난 줄 알아요.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맘카페에 물어보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맘

카페에 질문하고 보면 우리집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좀 공감도 되고 

안심도 되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다행이다 우리 애만 그런 게 아

니니까 일단 지켜봐야겠다. (강지선)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운용하기 어려운 엄마들에게 스마트폰

을 기반으로 한 맘카페의 소통 방식은 아주 유익했다. 육아 관련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내용이 차근차근 정리가 된다. 그러나 아

기를 보면서 책을 같이 읽는 것은 시간과 체력적으로 어려워 선뜻 손이 가

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반면 맘카페는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

때”, “바로바로” 찾아서 볼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또한 맘카페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긴 실제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공감

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역시 엄마들이 맘카페를 찾는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맘카페의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은 실생활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 대한 공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맘카페

에서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당장의 걱정은 줄일 

수 있다. 이는 첫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우리 애가 이런데 어때요 그러면은, 좀 2~3개월 먼저 된 아기들도 있

잖아요. 그 엄마들은 거의 겪었던 과정이니까. 아 저도 그때 그랬어요, 

라든지. 아무래도 책보다 좋은 거는 다양한 사례를 들을 수 있다는 점

인 것 같아요. 애가 피부가 이런 데 어때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

볼 수 있고. 당장 병원에 달려가기보다 이거는 뭐다 이런 얘기를 들으

면 병원 가기 전에 좀 진정도 되고요.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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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맘카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맘카페를 통

해 얻은 정보를 유용하다고 생각했지만, 맘카페의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

는 않았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참고용 정도지 완전히 믿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는 엄마들이 맘카페에서 얻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신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곽지애(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맘카

페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급할 때는 맘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활용하지만 되도록 아는 지인에게서 정

보를 얻으려고 한다. 맘카페에서 얻은 정보를 지인에게 한 번 더 검증하기

도 한다. 이는 맘카페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카페는 제가 그렇게 의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익명이

다 보니까. 의존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데가 있다더라, 뭐 이 주변에 

뭐 무슨 학원이 있다더라, 무슨 유치원이 있구나 그런 정도고.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유민영)

맘카페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을 줄이고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과 소통

을 하기 위해 출신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

다. 출신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동문들과 소통을 하는 경우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다. 정은희와 한예준은 서울의 K 여자대학교

를 졸업했는데, 여성 동문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고 대학의 온라인 커뮤

니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예준은 자녀를 해외에서 출산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힘든 그 상황에서 출신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출산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도움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믿을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은 것이다. 

여자대학교이다 보니 여성, 엄마들을 위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편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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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K대 나왔거든요. 그

래서 저희 학교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

에서 이제 여러 정보를,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얻어요. 그리고 제가 되

게 신뢰를 하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엄마들끼리 모임

도 있고 그래서. 학교 동기들이 다 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동문들 얘기는 많이 참고로 해요. (정은희)

최근 연구참여자들은 익명성을 줄이고 빠른 소통을 하기 위해 공통 분모

를 기반으로 한 오픈 채팅방39)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졸업한 

대학교, 거주하고 있는 지역 혹은 아파트, 자녀의 월령 등을 중심으로 오픈 

채팅방에 모인다. 이러한 오픈 채팅방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

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

문에 맘카페보다 실시간 접속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맘카페가 모르는 

사람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공간이라면, 오픈 채팅방은 조금 더 

“공통 분모, 공통의 히스토리40)”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 공간이다.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통의 분모가 있는 경우면 좀 더 믿

을만하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이런 카톡이 없고 단톡이 아니라 보통 카페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자료 정보 얻고 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 뭐 쥐띠 애

기 엄마면, 만약에 학부가 S대다 이러면 S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으

면 거기서 쥐띠 엄마 단톡방 여기 있다 이러면은 그거 보고 사람들이 

거기 단톡방 들어가고 해서 (모이고). 아니면 어디 아파트면 어디 아파

트에 학부모방, 그러면 학부모방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단톡방이 많

아요. 거기서 소규모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이제 이런 좋

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니면 이런 좋은 글이 있는데 (하면서) 같이 공

유하고. (김유진)

39) 2015년 8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콘텐츠를 주고 받는 형식의 채팅방이다. 

40) 김유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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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해 회원들 간의 상

호작용성이 높고, 관계가 친밀하다. 개인적인 대화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며 ‘집단학습’과 

‘집단실천’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엄마’라는 공통적인 상황을 가

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구별되는 자기 표현 

방식(예컨대, OO맘)이 활용된다(곽지애, 2016).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소통은 

맘카페로 대표되는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러한 특성을 극대화한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시기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

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 엄마들은 다양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타인

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최소 

3~4개 정도의 방을 이용하고 있었다. 

거기서도 쥐띠 엄마다 이렇게 모였는데 100명이면 100명 모이고 했지

만 거기서 또 분기별로 방이 또 파생이 돼요. 그러면은 뭐 1, 2, 3월생 

방이 따로 있으면 더 세부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방이 많았어요. (김유진)

맞아요. 제가 지금 단톡방이, 하나는 제가 (저희 아기가) 12월 생이다 

보니까 20년 생들이랑도 비슷하고 19년 생들이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하나는 쥐띠방 하나는 돼지띠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동네, 이 동네 

사는 방. 하나는 그 애들 키우는데 저희가 페미니스트고 그래서 페미니

즘의 관점에서 애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톡방. 그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정은희)

엄마들의 모임이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되고,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이어

진다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 중 하나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

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엄마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이어갔다.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온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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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작한 (모임)이 많아요. 요즘에.41)”라는 김유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충분한 친분

을 쌓았다면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고 인연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예준

은 오히려 동네에서 만난 인연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은 고학력인 경우가 좀 많은 분위기랄

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을 많이 고려하기도 하고, 실제 많

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미국이라든지 뭐 어떤 해외 영어권 국가에서 애

들을 공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동네에서 만

나게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환경인지 저도 잘 모르고. 그런 얘기

를 공유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잘 꺼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생각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어떤 사적인 깊은 대화를 못하다보니까. 네, 정보 공

유에서 오는 아쉬움이 있죠. (한예준)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정보는 전국구 맘카페를 활용해 얻을 수 있지

만, 자녀교육기관에 관한 정보라든지 자녀교육 시작 월령에 관한 의견은 

그곳에서 얻기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전국구 맘카페를 활용

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지역 맘카페, 출신 대학

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한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했다. 

후자의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비슷한 사회경

제적 기반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마음

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어떻게 사는

지 잘 알기 어려운 물리적인 이웃들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좀 더 맘 편하게 속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전보다 여성의 생애주기가 다양해지면서 비

41) 김유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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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나이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 연

구참여자들은 그 대체재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맘카

페’로 대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영·유아 아동에 대한 정보의 장이다.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한 정보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육아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의견, 지역에 터한 정보 등도 다양하게 오간다. 엄마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정서적인 공감을 얻는다. 연구참여

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실제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식 등으로 그 정보를 검증한다. 이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처

음부터 자신과 비슷한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출신 대

학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3) 자녀교육기관과의 소통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

로 찾는 시설은 어린이집이다. 2012년 3월 ‘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면

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은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적용

되었다. 2012년 3월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및 5세(누리과정) 영유

아가 지원을 받았고, 2013년 그 대상이 3~4세까지 확대 적용되어 현재는 0

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김사현·주은선·홍경준, 2013). 현재 연

구참여자의 자녀들 대부분이 무상보육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으

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다. 

빠른 복직을 계획하고 있었던 박지호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자녀의 어린

이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주변 지인과 맘카페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에 관

한 정보를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견학했다. Covid-19로 인해 

견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았다. 어린이집의 위치가 어

떻고, 집에서 어떤 경로로 갈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1, 2, 3순위를 골랐

고,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집은 길을 건너야 해 위험할 것 같아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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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온 집 근처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록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어린이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

는 집으로부터의 거리이다. 거리가 멀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되도록이

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곳,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1순

위로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 위치에42)” 있는 곳을 고르고자 했다. 시설

이 좋아도 기관이 너무 멀면 아이가 빠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고 여겼

다. 전반적인 교육 커리큘럼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방문 

상담 혹은 유선 상담을 통해 기관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기

관의 전반적인 시간 운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폈다. 수업을 어떤 선

생님들이 하는지, 담임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교과목이 자녀의 월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 연구참여자들의 주된 고려대상이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식사와 간식에 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직접 장을 봐서 기관에

서 조리를 해 먹이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등에 대

해 묻고 그러한 정보들을 수합했다. 

저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책자로 받았던 건데, 그 월별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들을 다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아기는 지금 0세 반인데 이제 가장 어린 아기들은 놀이 중

심으로 체험해보는 방식이 많아요. 촉감놀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이용해

서 운동을 같이 해본다든지 그런 놀이들 중심이에요. (임수현)

기관에서도 연구참여자들에게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연구참

여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는 ‘그냥 다

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선생님이 활발하게 연락을 주신다고 말한다. 아

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에 전달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먹은 식사, 아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 등

의 내용이 가정에 많이 전달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기관으로부

42) 강지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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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온 연락을 보며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심

하기도 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이것도 밥도 맨날 사진으로 이렇게 오늘 이런 

거 먹었다고 보내주시고. 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있었

던 일을 다 보내주세요. 이번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 활동 사진들 보내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선생님들도 

여간 케어하는 게 아니고. (유민영)

어린이집에서 사진 맨날 보내주시거든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 밀가루 

반죽 가지고 놀고. 이렇게 자르고 만지는 놀이도 하고. 또 컵 쌓기 이런 

것도 하고 그림 그리기랑.. 풍선 가지고 막 풍선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거

나. 이렇게 막 갖고 노는 그런 것도 하고 책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도연)

연구참여자들은 기관을 통해 자신이 모르던 자녀의 모습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들려왔다. 연구참여자들은 기관으

로부터 아이가 말이 좀 빠른 것 같다, 한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영어를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잘 따라한다는 얘기 등을 들었다. 아이가 편식하지 

않고 점심과 간식을 잘 챙겨먹는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잔병치레가 적다

와 같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관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에 비추어 자신의 어머니 노릇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별도로 한글 교육을 안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애기가 

되게 한글을 잘 따라 썼어요. 관심 많아요 지원해주세요 이러면. 어 나

만 이런 걸 또 안 시키고 있나? 막 그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많았어

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알려주시니까) 아 이 시기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는구나, 이 시기에는 아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걸 여기서 많이 아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유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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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려고 했다. 유민영은 

기관 행사가 있을 때 학부모가 참관해야 할 일이 있으면 회사에 연차를 내

고서라도 참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일이 있을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연차 사용 일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최민하는 어린이집의 이벤트 등

을 꼼꼼히 챙기고 참가한다. 어린이집 재단과 식재료 브랜드 P가 합작한 

이벤트에 삼행시를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당선된 경험도 있다. 기관에 의견

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의견 제시는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제일 고민인 게, 마스크를 쓰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입 모양을 관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글을 본 건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

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거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작년 코로나 

시국의 그 1세, 2세반 아이들이 언어가 그전에 있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대요, 언어능력이. 이게 선생님들 제일 오래 있는 어린이집

에서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볼 수 없으니까 언어를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도 일

단 말을 배울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이제 입 모양 보여주면

서 말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사실 좀 저는 시간이 된다면, 그 건의사

항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린이집 입이 보이는 마스크 있

잖아요 (아 여기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임수현)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이 ‘좋은 학부모’로 

거듭나는 시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엄마의 

개인 시간을 위하여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여전히 자

녀를 가장 잘 아는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녀

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알려야 하며, 자녀를 잘 봐달라는 요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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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생각한다. 학비가 비싼 놀이학교를 고려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

다. 일반 어린이집은 교사 한 명당 10명 정도의 아이가 배정되지만, 놀이학

교는 교사 한 명당 3~5명의 아이가 배정된다. 때문에 밀착해서 잘 돌봐주

시기도 하고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기도 쉽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쓰

는 돈, 그리고 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기관에 무언가를 요구

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생각했다. 

놀이학교는 이게 뭔가 조금 더 뭐.. 어린이집이 이제 1대 5면, 거기는 1

대 3 정도로 케어를 되게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니까 내가 돈 내고 

다니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요구할 수 있고 좀 다양한 것들. 그

리고 조금 더 밀착해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유민영)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요구를 많이 하고 알고 있는 만큼 아이한테 그 

아웃풋도 좀 달라지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유

식은 이런 종류 음식은 괜찮고, 그런 음식은 빼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랑 얘는 다 잘 먹으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은 애가 섭

취하는 음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듯이. 엄마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도 다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싶어하고. 그런 게 이해는 돼요. (박지호)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 담론은 대부분 ‘문제집단담론’, ‘계몽대상담

론’, ‘학교조력자담론’ 등으로 나타나며 학부모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문제집단담론이나 계몽대상담론은 학부모를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이해하며 가르침과 계몽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다. 학교조력자담론은 어머니회나 육성회 등과 관련된 논의

에서 유지되고 있는 담론으로, 학부모를 학교에 종속된 소극적인 존재로 

바라본다(이종각, 2014).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학부

모는 자녀의 학교 입학 전부터 자녀를 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자녀

교육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이며, 자녀교육기관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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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학부모 측에서 먼저 자녀교육기관에 대한 약간의 불신을 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정은희와 윤서연은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

신 기관에 맡기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것을 선택했다. 정은희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다. 

정은희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43)”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시간을 위해서이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에 크게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점심을 안 

먹이고 2시간 반 만에 집으로 데려오고, 오후는 미술 수업, 음악미술 융합

수업, 짐보리 등 별도의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윤서연의 첫째 아들은 올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인터뷰 당시 자녀는 4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하

고 있었는데, 활동 자체가 “거의 돌봄 위주라서44)” 돌봄교실을 보내지 

않고 빨리 하원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큰아이는 돌보미교실을 한 네 시까지 하고 네 시에 합기도 차가 픽업

해서 합기도 다녀오면 다섯시 반이에요. 저녁 먹고 씻고 그러면 거의 

여섯시반 일곱시 정도 되거든요.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는 밀크티, 학습

기기를 해요. 근데 이러다보니 요즘에는 좀 책 읽을 시간이, 평일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보미 교실을 안할까, 아니면 시간을 

좀 땡겨서 다른 합기도를 더 일찍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봄

교실에서 하는 활동이 있다고는 하는데 활동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는 거의 돌봄 위주라서. 처음에는 뭘 좀 해주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그

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요. 그래서 애

를 차라리 일찍 데리고 와서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뭘 하는게 낫겠다 

싶어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윤서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면서 엄마의 역할이 새롭게 시작

43) 정은희 인터뷰
44) 윤서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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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했다. 자녀를 어린이집과 같은 외부 교육기관에 보내기 전에는 

자녀의 양육과 보육 대부분을 자신이 맡았지만, 이제 자신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들은 최대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꼼꼼하게 어린이집을 고른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고르며, 교육과정과 식단, 시설 

등을 종합하여 교육기관을 선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살핀다. 자신이 몰랐던 자녀의 모습에 대해 알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 노릇을 돌아본다. 또한 기관에서 여는 행

사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발달에 관한 지식, 자녀에 대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3) 기획: 체계적인 자녀 관리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다양한 자녀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

을 바탕으로 자녀를 체계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한다.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

하여 자녀의 성장발달을 관리하고, 하루의 시간을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구

획화한다. 이러한 단기적인 관리는 자녀의 취학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자녀의 신체발달, 하루 시간 관리, 취학으로 

이어지는 장기 계획 등을 통해 보여지는 엄마들의 양육 양상을 살핀다. 

(1) 지식에 기반한 성장발달 관리: 잘 먹고 잘 자고.

자녀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자녀의 성장발달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녀의 키와 몸무게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어머니 노릇

을 평가하는 첫 번째 준거이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연구참여자들

은 책과 영상, 맘카페, 온·오프라인 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얻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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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자녀가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관리하고 있었다. 

자녀가 자라는 데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

나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것이다. 자녀가 편식 없이 이것저것 잘 

먹으면 괜찮지만, 입이 짧거나 음식을 크게 가리는 경우에는 엄마의 고민

이 굉장히 커진다. 박지호는 자녀의 분유 거부와 이유식 거부 때문에 굉장

히 고생을 많이 했다. 또래보다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 분유 거부와 이유

식 거부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맘고생이 심했으며, 지금도 자녀가 여전히 잘 

먹지 않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강지선과 김도연, 김유진 역시 자

녀가 편식이 심한 편이라 그를 고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

고 있었다. 

자녀에게 골고루 밥을 먹이기 위해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다양

한 재료를 맛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편식을 이상행동으

로 보기보다는 아직 자신이 원하는 맛을 찾지 못해 음식을 먹지 않는 행동

으로 이해한다.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책 등

을 활용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한다. 자녀를 위한 식사를 만들 

때는 영양소와 맛, 재료의 식감 등을 고려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이고 싶을 때는 시판 이유식 혹은 아기 반찬을 구입할 때

도 있다. 식사에 흥미를 높이기 위해 식판, 식기 등을 새로 구입하기도 한

다. 

그래서 저도 정말 스푼을 몇 개를 샀는지를 몰라요 애기가 이유식을 

안 먹으니까. 처음에는 뭐 시판이라고 해서 파는 것도 종류를 진짜 있

는대로 다 사서 먹여보고 결국에는 지금 제가 오늘도 육수를 닭고기에

다가 뭐 사과, 양파, 배, 무 다 넣고 끓여가지고 육수를 내서 먹여보고. 

근데 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단맛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조금 짭

조롬한 맛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뭐 씹히는 맛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그럴텐데 이거는 아이가 찾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엄마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박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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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

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무엇을 먹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밥을 먹는지도 종합

적으로 고민한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밥을 먹고 있는지, 밥을 제대

로 씹어서 삼키고 있는지, 제자리에 앉아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등을 살

핀다. 입에 물고 있거나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안 먹는 행동은 

교정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식사 태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문가들의 책

과 영상을 활용했다. 아기 의자에서 내려온 경우 밥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식사를 마친다든지, 식사 장소를 바꿔본다든지 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식습관이라는 게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입에 물고 가만히 있

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내려오면 더 이상 안 준다든

지, 진짜로 안 준다고. 그래서 딱 그냥 거기서 식사를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었죠. 너무 안 먹으면, 돌아다니면서 

안 먹고 그러면 이리로 와봐 하고 불러서 한 입 주고 이런 식으로 타

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식탁에서 먹어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 먹는 

상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김유진)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별도의 영양제를 챙겨 먹이는 경우도 있었

다. 최민하는 본인이 나이가 많은 산모였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에 비해 건

강하지 않은 자녀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자녀가 돌이 될 때까지 4가지의 영양제를 챙겨서 먹였다. “직장맘이

었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45)”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

지만, 아주 어렸을 때 자녀의 면역력이 튼튼하게 형성되면 나중에 자녀를 

돌보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 약 9개월 동안 매 끼니 자녀의 영양

제를 챙겼다. 인터넷을 통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검색하여 1차적

으로 조사를 하고, nutrition supplement market의 약사에게 찾아가 영양제

45) 최민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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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천받았다. 

제가 아이를 늦게 낳았잖아요. 그러다보니 제가 나이 들어서 애기를 낳

아가지고 애기가 많이 아플까봐 되게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3개

월부터 애기 영양제를 먹였거든요. 면역 강화제, 두뇌발달, 간이나 이런

데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칼슘이었나? 이렇게 4가지를 물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사서. 모유를 먹을 때는 모유에다가 이중에서 두 가지

씩을 젖병에 넣어가지고 먹이고. 조금 커서는 퓨레 같은거, 과일 퓨레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다 넣어주고. 그거를 애기 돌 될 때까지 했어요. 

(최민하)

자녀를 재우는 문제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은 일정한 수면 패턴을 맞추

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을 자녀가 

익힐 수 있게 노력했다. 자녀를 일정한 시간에 재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

간의 놀이와 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

자들은 아침부터 하루의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곤 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밤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낮잠도 자야 하기 때문에 낮잠 시간을 제대로 보

내는 것도 아주 중요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크게 졸리지 않아도 누

워있을 수 있게 한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낮잠

을 자게 되는데 이 경우 자녀가 자지 않으면 잠 패턴을 맞출 수 없을까 

봐,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꼭 제시간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먹놀잠이라고 그러면서, 먹고 놀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요. 그리고 낮에도 잘 자야지 밤에도 잘 잔다고 그래요 육아 서적에서.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딱 맞춰지지는 않더라고요. 

육아 서적에는 밥 먹고 한 시간 있다가 몇 시간 자고, 그 다음에 계속 

밥 먹고 몇 시간 자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잘 안돼요. 그래도 지

켜지지는 않아도 조금 그렇게 그 패턴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어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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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애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낮잠 잘 때는 안 졸려도 누워서 쉬

는 거야. 이걸 100만 번 얘기를 해줘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

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유진)

연구참여자들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즉각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육아 전문가들의 지식에 기반하여 자녀의 식

사와 수면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분

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이전 세대 부모님들은 “그냥 안 먹으면 먹

이지 말라고,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픈 거지.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냐46)”

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조금만 더 먹어야지 더 잘 클 것 

같47)”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수면에 대해

서 잠은 졸릴 때 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자서 패턴을 맞춰

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녀를 제시간에 재우기 위해 하루의 일정

을 조절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주로 육아 서적을 활용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육아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삶에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육아에 있어서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갔

다. 

(2) 체계적인 시간 관리: 빈틈없는 하루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특성 중 하

나는 시간의 사용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일과 시간을 식사 시간, 수

면 시간, 놀이 시간, 학습 시간 등으로 나누고, 빈 시간이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의 패턴을 만들고, 

자녀의 나머지 시간을 놀이시간과 학습시간으로 채웠다. 무계획적으로 사

46) 김도연 인터뷰
47) 김도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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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자녀의 하루 일과를 엄마의 계획 아래 체계

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들 일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옛날 육아는 그

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미리 엄마가 계획을 세워

서 체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김

유진은 자녀가 엄마 없이 혼자 노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시간, “허

송”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그냥 놀게 하고, 그냥 놀이터에서 계속 놀고 집에 와서도 그냥 애가 혼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놀고 이러면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

는 느낌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제가 앉아서 교구를 해서 뭐 하나라도 

한다든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1 밑에다가 한 개 놓고 2 밑에다가 두 

개 놓고 이런 걸 한다든지 책이라도 몇 권 읽어준다든지 이러면은 좀 

그래도 그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좀 잘 썼다는 생각이 들

고요. 정말 애들은 시간 허송으로 보내거든요. 저 뭐 하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혼자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근데 예전에는 다 그렇

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좀 사교육도 많으니까. (김유진)

자녀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엄마들은 몇 가지 전략을 활용

한다.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빈 시간에 다양한 유아교육기관

과 유아교육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이집 혹은 유

치원 이외에도 다양한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육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제일 큰 목적은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과 자녀교육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

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다. 아이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된다

면 시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엄마랑 아이랑 둘이서만 시간을 잘 

보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육서비스를 활용

하는 것이다. 



- 103 -

그쵸. 뭔가를 제가 못해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께서 봐주시는 

거는 진짜 그냥 놀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왕 노는 거 

애한테 하나라도 교육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거고. (유민영)

(그리고 사실 뭐 많이 시킨다 극성이다 그래도, 사실 아이들은 그런데 

가면 다 좋아하고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막 그런 것들 하면…?) 맞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짜증낼 거니까 집에서. 집에서 심심하잖

아요. 애들이 막 계속 나가자고 이렇게 신발 들고 오고 그래요. 근데 둘

을 뭐 제가 어떻게 매일 보겠어요. 체력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어요. (정

은희)

정은희는 오전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는 다양한 사교육을 

활용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잠깐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

기 위함이었다. 자녀를 두 시간 반 정도만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후에는 도

우미 이모님과 함께 두 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술 수

업, 음악·미술 융합 수업, 체육 수업 등을 활용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

으면 아이들이 집에서 심심해 하면서 짜증을 내고,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얘

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엄마 혼자서 아이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고 생각하여 다양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사교육을 활용하는 대신 엄마의 계획 아래에 체계적인 놀이 시간을 진행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놀이를 진행한다48). 연구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의 일정한 시간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일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윤서연은 매일 자녀에게 10권 정도의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책 읽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에 10권씩 책을 읽어 줬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2000권의 책을 읽어 줄 만큼 꾸준했다. 최민하 역시 직접 자녀

48) “그리고 책 읽어주는 거는… 음, 물론 저보다 많이 하고 더 빡세게 가르치고 그런 사
람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해서 가
르쳐주고 수학을 잘해서 가르쳐주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는거부터.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거는 정말 자신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윤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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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민하는 매일 매일 다른 놀이를 찾아 

자녀와 놀아줄 만큼 열정적이다.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 오자마자 애기가 잠깐 혼자 놀고 

있는 사이에 손 씻고 밥 안치고. 애기가 이제 놀아야 될 거를 집에 오

면서 오늘은 뭐뭐뭐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에 빨리 담아두거든요. 

그래서 한 무더기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 무더기 또 하고. 이렇게 놀아

요. 그냥 애기 혼자 놀게 내버려 둬 봤더니, 진짜 시간이 후딱 가고 애

는 애대로 그냥 저녁 내내 장난감만 갖고 놀다가 엄마 지루해 지루해 

얘기하거든요. 뭔가를 안 해주면 애가 지루하다고 본인이 그래요. 그래

서 어제는 뭐 지점토로 케익 만들기 종이컵 가져다 놓고 케익 만들기, 

그 전에는 목걸이 만들기, 그 전에는 과일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또 

애기 목욕할 때 목욕탕에서 노는 것도 그냥 목욕만 시켜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서도 보통 한 세 가지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거품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단단해져서 이렇게 만지면 소프트한 텍

스쳐를 느껴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것도 해주고. 스프레이 이렇게 

벽에다가 시트지 해서 붙여놓고 스프레이 하면서 노는 것도 해주고 거

품 가져다가 뿌려서 놀고. (최민하)

아이들은 예측가능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존재이며, 나름의 생활 리

듬을 가지고 있어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해진 도식에 맞춰질 수 

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조직화 된 세계에서 ‘비합리적인 것’, 원시적이

고 원초적인 것을 구현해낸다(벡-게른스하임, 2000). 연구참여자들은 아이

들의 이러한 특성을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 같은 방식으로 다소 부정적

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시간을 관리하고자 한다. 자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내버려

두는 시간을 ‘허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가 혼자 시간을 보내기보

다는 누군가가 자녀의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그들은 사교육과 엄마 주도의 놀이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자녀의 시간

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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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계획 하에 만들어진 체계적인 놀이시간을 중시하는 연구참여자들

은 다양한 육아템을 구입하여 이용한다.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

가 책이다. 최근 책을 통한 자녀 양육에 ‘책육아’란 이름이 붙었다. 책육

아를 하는 엄마들은 자녀가 글을 모르는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많은 책에 

노출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도 책육아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

다. 연구참여자들은 거실 책장 등에 책을 두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이 있

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글을 몰라도 자녀가 흥미롭

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입체책, 촉감책, 사운드북, 책 위에 올려두면 자동

으로 책을 읽어주는 디지털 기기49)를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도 옆에

서 지켜보며 다양한 반응을 해줬다. 자녀가 혼자서 가만히 책을 읽는 것보

다는 엄마가 옆에서 “관심 토큰을 넣어50)”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안일

을 해야 할 때 같이 아주 밀착해 있을 수 없는 경우에도 아이가 혼자 있다

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계속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네 제가 옆에서 보고 있고. 제가 계속 멘트를 뭐 그거는 뭐야? 어 잘하

고 있네. 아니면 그래 이거는 사과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코멘트를 해

주는 내용이.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완전 밀착해서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게 관심 토큰을 넣어

준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씩 톡톡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말로 내가 너

를 보고 있고 너가 잘 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냥 혼자 놀

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정도로 많이 했어요. 애가 완전 아기 때는 옆

에 있어 줘야겠지만. 그래서 애기는 OO펜이나 OOOO 교구 같은 걸 가

지고 노는데 제가 옆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간단한 질문 정도

로 할 때도 있고. (김유진)

49) 아이들이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펜이나 미니카 모양으로 되어 있다. 책 위에 올리
면 전체 책 내용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부분의 단어나 문장을 읽어주기도 한다. 기종에 
따라 노래가 나오는 것들도 있다.

50) 김유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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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도서 전집이나 장난감 등의 

육아템을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공구 카페, 지인의 추천, 

영업사원 등을 통해 육아템을 추천받아 구입한다. 최근 들어 많아진 유아

용 책이나 교구, 장난감 등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사

야할 것들이 너무 많아 가격이 부담이 될 때에는 중고 장터 등을 이용해 

거래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매일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책, 장난감, 교구 등을 구입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구입한 

육아템들을 중심으로 엄마의 놀이 시간을 매일 다른 내용으로 꼼꼼하게 구

성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예측불가능성

과 ‘비합리적인 것’을 계획에 따른 시간 사용, 생활 리듬의 규격화라는 

근대적인 질서 속에 편입(조주은, 2009)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취학으로 이어지는 장기계획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큰 생애 사건

으로 이어진다. 지식에 기반한 성장 발달 관리와 체계적인 시간 관리라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 방식은 자녀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알찬 하루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은희

와 최민하는 자녀의 임신을 계획했을 때부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까지 이

어지는 약 7~8년 가량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도 그 계획에 따

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해 사소한 변화가 생기기도 했

지만 아직은 계획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 

아이가 아직 호주 나이로는 2살이거든요. 근데 Prep은 보통 네 살에서 

다섯 살에 들어가니까 네 살에 들어가도 되고 다섯 살 때 들어가도 되

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못 돌아가도) 그때 맞춰서 다시 돌아가자. 애기 

Prep 가고 Primary school 갈 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국에 있는 상태에요. (최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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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와 최민하는 자녀를 해외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호주 영주권이 있는 최민하는 아예 자녀와 함께 쭉 호주에 거주할 예정이

고, 정은희는 두 자녀를 중국 국제학교에 2년 동안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최민하는 현재 집에서는 영어로만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있다. 

영어 사교육과 엄마표 영어를 섞어서 자녀를 지도하고 있다. 정은희는 자

녀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

은 한국 엄마들에게는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사립초등학교가 정석51)”이

지만, 놀이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엄마가 보다 꼼꼼하게 케어할 수 있는 상

황이 나을 것이라 생각해 현재는 어린이집과 다양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

다. 자녀가 조금 더 크면 나이에 맞는 사교육으로 교체하려고 계획 중이다. 

지금은 딱 이렇게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는 계획이 있어서, 좀 

중기, 중장기 계획은 이미 세워둔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이 공무원이거든

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좀 자유로워서 아이들 7살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애가 하나였으면 제

주도로 보내는데 돈이 안 되네요. (웃음) 그래서 그냥 중국으로 보내서 

2년간 중국에서 살다 오려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긴 한데 일

단 7, 8세를 그렇게 보낼 거니까 7세 전까지는 영어 유치원을 가야되

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지금 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집으로 선

생님이 오시는 미술 수업을 두 돌 지나면 가는 미술 수업으로 바꾸고. 

그게 더 활동적이라서. 그리고 음악도, 두 돌 지나면 피아노로 바꾸고. 

(정은희)

임신 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자

녀의 취학을 고려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임수현은 결혼 이전까지 자녀의 

학군이나 자녀교육에 대해 크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실제로 자녀를 기르면서 양육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

51) 유민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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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게 됐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자녀를 기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는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가

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과 남편의 직장, 자녀의 학군을 고려하여 이

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 내에서 2개의 지역 정도를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아기들, 애들이야 뭐 그냥 

자기들 할만큼만 하면 되지, 그니까 하는 애들은 하는 거고 안 하는 애

들은 안 하는 거고 사실 그런 교육 하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애기 낳고 보니까는 주변에 학군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도 사실 크게 좋은 학군은 아니라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됐을 때는 한 번 조금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수현)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좋은 학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현재 대한민

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강남, 대치, 목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곳의 환경이 너무 경쟁적이고 각박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여

타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인천에 거주하

고 있는 한예준은 인천도 광역시지만 서울에 비해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약 2년 가량 경기도 A시에 거주한 경험이 있

던 윤서연의 생각과 비슷하다. 한예준과 윤서연은 교육이라는 측면을 제외

하면 경기도나 인천이 훨씬 더 여유롭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지만, 

교육 측면을 고려하면 그곳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는 선택지의 부족과 이웃들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경기도나 인천만 가도 서울의 몇몇 지역과는 인프라 차이가 크

게 나고, 주변의 이웃들과 교육관도 차이가 나는 편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계획하다 보면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깨닫게 되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

사를 고민하게 된다. 



- 109 -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으면 집 주변에 어떤 키즈카페라든가 뭐 그

런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하게 종류가 다

르더라고요. 강남 쪽은 아무래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넓고 좋고. 여

기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서울에 비해서 아무래도 강사진이라든지 그

런 것들이 기준에 비해 좀 아쉬움을 느끼기도 해요. 벌써부터 영어유치

원을 보내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다양성에서 오는 선택지가 넓었으

면 하는 거죠. 이게 유치원을 기점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건지, 초

등학교를 기점으로 하는 건지. 근데 이제 한 번도 그런 곳을 보내본 적

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한예준)

신도시라서 되게 삶은 쾌적했는데, 집도 좋고 너무 좋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수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엄마들 생각하는 수준이. 학력차도 

되게 많이 나고. (중략) 그리고 그쪽 일자리가 좋은 게 별로 없어서 그

런건지 부모들이 갖춰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사교육도 많이 안 시키

더라고요. 되게 좀 차이가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도 

좋은 동네가 아니고 그렇게 부촌이 아닌데도 엄마들이 다 많이 배웠고 

또 애들한테 많이 쓰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달랐어요. (윤서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흥미와 적성을 두루 고려하고,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들을 이끌어주고 싶어한다. 이들이 영어나 예체능 등의 사교육을 이용해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이유도 취학 이후의 경쟁 때문이라기 보다는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 컸

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흥미와 적성보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시하는 것

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자녀가 자신의 앞길을 선택할 수 

없으니 자녀가 갈 길을 부모로서 제시해주지만, 자녀가 자라서 자신의 의

견과 자녀의 의견이 달라지면 기꺼이 자녀의 의견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

다. 자녀의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최종 선택은 자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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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애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지만, 기질이 이거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는 놓을 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주장이 생길 때까지만 이렇게. (중략) 이 많은 교육도 사실 엄마 욕심이

지 애 욕심은 아니잖아요. 애 기질에 따라서 정말 이거를 잘하는 애가 

있고 못 하는 애가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거를 시킴으로 

해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냥 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

라고 생각해요 교육하는 거 자체가. (정은희)

다만 자녀가 혹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는 이러한 다양

한 소양을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중심으로 익혀도 충분했지만, 현재는 

그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들을 배

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만 뒤처질 수 없으며, 지금 조금씩이라도 미

리 해두지 않으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녀의 영·유아기 때부터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취학으로 이어지는 꼼꼼한 계획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관리하고

자 한다. “5살부터가 좀 시작인 것 같아요.”라는 유민영의 말은 연구참여

자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불안, 초조

함,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학원만 잘 다녀도, 좋은 대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자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

는 거다라고 그때는 생각이 됐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학원만으로, 그

때 시작하면 늦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때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발음이, 영어를 할 때 발음이 원어민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월령을 낮춰

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지금부터 영어를 시작해야 하는 거거든요. 특

히 영어에 대한 생각이 아무래도 저희가 알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한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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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나 뭐 이런 양육환경이라는 게 또 무시

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듣고 접할 때마다 아,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불안감이라든지 초조

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야 할 텐데 솔직히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

립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립시키는 거, 그

리고 주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게 가장 고

민되고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박지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인생 계획을 짜고, 자녀의 학군

에 따라 이사를 계획하기도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의 행위는 자

녀의 학교 입학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살

게 하고 싶은 마음에 가깝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

추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은 삶의 분기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열망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연구참여자

들은 이 과정에서 불안과 혼란, 초조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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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현대 사회 ‘엄마되기’ 과정의 이해

본 연구는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고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라는 생애 사건을 겪으며 ‘엄마’, ‘학부모’로 이행하는 과

정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강대중(2009)이 제안한 생애사 분석 단

위를 활용하여 이들의 ‘엄마되기’ 과정을 학습 조건, 조건화 된 학습자, 

학습의 양상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이 연구는 ‘엄마되기’, ‘학부모되

기’ 과정이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와 담론 간

의 관계 속에서 ‘학습’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모성과 엄마되기의 과정을 출산과 양육 과정 전반에 걸친 학

습을 중심으로 이해함으로써 출산적 모성의 의미에 집중한 기존의 연구(이

은경, 2018; 신송이, 2017)를 보완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엄마되기’, ‘학

부모되기’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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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연구참여자들의 ‘엄마되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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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과 가정 양립과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지

면서 ‘워킹맘’이 여성 노동의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문은미, 2014; 

구유정, 2017). 여성의 일-가정 양립 논쟁은 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가 남성에 비해 저조한 현상,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

행 등을 이유로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논의는 일하

는 여성(워킹맘)과 일하지 않는 여성(전업주부)을 대비시키는 수준에 머무

르고 있어 결혼과 노동이라는 두 장면에 얽혀있는 여성의 삶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양육경험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

아 집단 간 구분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대비시키

는 담론 때문에 각자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하며 감정의 골이 생기고 있다

(최은영, 2014). 

본 연구는 결혼과 노동이라는 두 장면 속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의 엄마되기 과정을 중심

으로 살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의 상승, 30대를 거치며 고용률이 낮아지는 

한국의 경력단절 구조, 초혼 연령의 꾸준한 증가,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

소 등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학습조건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갖췄으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그

만둘 고민을 하고 있다. 10명의 연구참여자 중 1명만 20대에 결혼을 하였

으며, 대부분 30대 초중반 즈음 결혼을 했고, 1명 혹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사회적 조건 속에서 특히 세 가지를 크게 경험한

다.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움을 경험한다. 임신 시

기를 조절하고, 임신 이후 퇴사를 하기도 한다. 출산 이후에 복직 역시 쉽

지 않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시대가 크게 달라졌음을 체감한

다. 그들은 자녀를 기르고 있는 도시 환경이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점,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 신뢰할만한 양육자를 찾는 과정 역시 쉽지 않다. 육아 과학이 크

게 발달해 이전과 다른 자녀 양육 방법이 유통되고 있어 세대 간의 갈등이 



- 115 -

발생한다. 자녀 양육 시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음

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느끼기

도 한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처해있는 학습조건 속에서 특히 크게 느끼

는 부분이며,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

는 과정이다.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적 맥락을 이해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

의 삶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시대에 적절한 엄마가 되어가는 

‘엄마되기’의 과정이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조건화 된 

학습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은 크게 조율, 습

득, 기획이라는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조율의 과정은 연구참여자가 엄마로서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는 과정이

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에게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보고 일을 지속하기도 

하고,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도 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일을 그만두는 어머니와 그만두지 않는 어머니가 완벽하게 구분되거나 대

립하지 않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일하는 상태와 일하지 않는 상태를 오가며 

현대 사회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모성상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

들은 현대사회 어머니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상 속에서 어떤 어머니가 좋

은 어머니인지 혼란을 겪으며, 나름의 고민 끝에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여

겨지는 판단을 내렸다. 여성은 출산 이후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끊임없이 오가며, 노동시장에서 ‘임시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일을 그만둬

도 가계 유지가 가능할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참여자들

은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의 돌봄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느니,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라고 판단한다. 일을 지속하는 어머니들은 엄마가 아닌 ‘나’로 살 수 있

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일을 지속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선택이기

도 하지만, 자녀가 멋지다고 생각할 만한 어머니,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여성의 고용 조건이나 가정 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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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변화가 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책무는 

다양한 영역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강혜원, 2018). 

습득과 기획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삶을 조직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노릇은 크게 정보 수집과 자녀 관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어머니가 된 여성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점

차 늘어가고 있다. 육아 과학의 발달로 지식이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

고 있어 이전처럼 윗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육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통

로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녀의 생활을 촘촘

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녀가 어릴 때는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자녀의 식사와 수면을 관리하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놀이와 교

육을 추가하며 자녀의 일상을 짜임새 있게 조직해 간다. 이들의 자녀 관리

는 단기적인 일상 관리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학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까지 이어진다. 

모성 정체성은 엄마가 된 여성들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전 시대에 비

해 현대에는 그 내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엄마가 된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양한 학

습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 됨을 기획한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성 담론들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혼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

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를 관리하고, 때로는 

외부적인 상황과 타협하며 자신만의 생애 경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여성

이 자신만의 모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이라

는 두 가지 상황에 놓인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자신의 삶의 경

로를 만들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녀의 

삶을 꼼꼼하게 조직하는 그들의 엄마되기 과정은 시대에 적절한 현대의 어

머니로 거듭나는 학습의 과정이다. 

현대 사회의 엄마되기 과정을 학습의 관점에서 살피는 것은 성인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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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양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성인학습자의 가

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이다. 성인학습자는 무언가를 

배울 필요성을 삶 속에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 그러나 기

존의 성인학습자 연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인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삶 속

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무형식 학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엄마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여성들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삶

의 방식을 바꾸고 자녀의 삶을 관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경험과 배움

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대 사회 어머니들의 학습 과정을 다루는 

것은 노동시장 혹은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학습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대의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를 살피는 밑작업이 될 수 있다.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겪어내고 어

떻게 자신의 행위를 관리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각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서동진, 2009). 여성

의 경력단절은 결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일부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

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여성의 자

녀 양육과 교육 방식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만, 사회의 전반적

인 분위기 역시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들의 양육 과정을 여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피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살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연

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대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조건을 이

해하는 발판이 된다.

2.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학부모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지원이라는 부모의 역할 부분에 주목하여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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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명칭이다. 그러나 학부모에 대한 연구는 학생과 교사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학교교육의 장면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는 교육 문제를 일으키는 

일등 공신으로 지적된다. 과열된 입시 경쟁,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불어

나는 사교육비 등의 문제는 극성스러운 학부모의 교육열 탓으로 돌아간다. 

학교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부모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이 찍

혀 있다(강대중, 2020). 

어머니는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이

며,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는 대체로 어머니를 가리킨다.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근대 이후 등장한 모성 개념은 그 후 몇 백 년에 

걸쳐 그 내용을 달리하며 여성들에게 일종의 규범으로 작동했다. 이 과정

에서 그 규범을 완벽하게 수행해 낸 어머니는 모성을 지닌 숭고한 존재로 

추앙받았고, 조금이라도 그 규범에 어긋나는 어머니들에게는 끊임없이 비

난이 가해졌다. 모성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학부모 담론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학부모 담론 속에서 재현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학교

에 종속된 소극적인 모습이거나 자녀교육에 극성인 문제적인 모습으로 드

러난다. 이런 일률적인 이분법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여성의 양육과 교육 

양상을 충분히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강대중(2020)은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포섭된 주체라는 담론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평생학습시대를 맞이한 지금 학부모

의 재의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두 가지 탈주 전략을 제시한다. 첫 번

째 전략은 부모와 학부모의 담론적인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생애에서 학부모로의 이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필 필

요가 있다. 두 번째 전략은 학부모를 ‘부모됨을 학습하는 존재’, ‘학습

하는 부모’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부모 개념은 단순히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를 지칭하지만, 재개념화된 학부모는 학습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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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다 좋은 부모냐”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의 생물

학적인 출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생득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을 

맞닥뜨린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부모가 됐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며, 자녀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녀의 학습을 관리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들은 ‘나’라는 사람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학부모로의 이행을 경험한다. 

이 이행은 삶에 대한 성찰과 낯선 것에 대한 배움을 기반으로 한다. 결국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좋은 부모, 좋은 학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삶에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다시 삶에 적용하며 자신의 삶을 주

조해 나가는 평생학습의 과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학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부모와 

학부모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이

행하고 성취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부모와 

학부모는 자녀의 출산, 자녀의 학교 입학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완결

적인 지위가 아니며,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지향에 가깝다. 

부모에서 학부모로의 이행, 그 과정에 끊임없이 편재해 있는 ‘부모 됨을 

학습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수십 년의 시간을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때 학부모를 부모됨을 학습하는 

존재, 학습하는 부모로 정의한다면 자녀의 학교 입학 이전의 과정도 학부

모로서 부모됨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고 있는 고학력 중산층 수도권 거주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현 시대의 엄마되기 및 학부모되기 과정의 한 가지 

전형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신 기간부터 좋은 부모가 무엇일

지 고민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이야

기가 담긴 책과 영상 등을 활용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

들을 능동적으로 수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타인과 적극적으

로 소통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기관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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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진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도 했

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이때 그들은 자

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고려한 선형적인 사고를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녀가 사회 속에서 온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법을 더 크게 고려했

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도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

분이라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가르치기도 했다. 자녀의 학교 입학과 관계

없이 그들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녀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있

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부모 연구가 더이상 학교라는 공간에만 얽매

일 필요가 없으며, 교육기관 중심을 넘어서서 다양한 장면을 바탕으로 학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학부모는 학교로 대변되는 기관에 엮여 이해되며, 주로 자녀교육

기관과 불화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망 역시 문제시 되어 왔다. 자녀교육에 몰두하는 어머니, 사교육

에 큰돈을 지출하는 어머니,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어머니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을 망치는 부정적인 존재로 사유되었다. 이는 학교교육이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시대적인 맥락이자 기준점으로 작동했기 때문이

다.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행위를 

학교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신과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을 엄마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이라는 능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낼 필요성이 크게 제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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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고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 경험을 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들이 일과 가정 

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피고 그 과

정에서 현대적인 모성상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이

를 통해 주로 수도권 고학력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엄마되기’, ‘학부모되기’ 과정의 한 가지 전형을 밝힌다. 이를 위해 

조건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엄마되기’ 과정을 ①‘엄마되기’ 과정에

서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 ②‘엄마되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습으로 나

누어 정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기

르는 것이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

감한다. 그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

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산을 하는 것이 직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임신의 시기를 조절하고, 임신을 계획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

다. 임신의 시기를 무사히 보낸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복직

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은 복직을 미루거나 복직을 포기

했다. 

자녀를 기르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대해 인식한다. 동네에

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자라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요즘 육

아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육아가 전적으로 가

정의 몫이라는 인식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기검열의 기준으로 작동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불편함을 겪거나 따가운 시선

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비에 익숙해진다. 육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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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몫이라고 상정하는 현대 사회는 돈을 쓰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소비하

는 엄마와 아이의 존재만을 인정한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놀이 서

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습을 동시에 계획한다. 이왕 무언가를 구입해야 

한다면 하나라도 교육이 될 만한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

게 유아 사교육으로 이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며, 이전에는 조기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누구나 다 하는 일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출산을 한 여성이 일과 노동을 병행하려면 자녀를 맡겨야 하는데, 자녀

를 믿고 맡길 사람이나 시스템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등장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을 이전 세대의 양육

지식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육아의 장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

고 있다. 때문에 종종 윗세대 – 친정 엄마, 육아 도우미 등 - 와 갈등을 경

험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보육 및 교육 인프라 역시 그다

지 많지 않다. 운 좋게 좋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렇지 않다면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 문화센터와 같은 시설 

역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믿을 수 있는 양육자와 양육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것을 깨

닫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이를 길러야겠다

는 결심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출산 이후 이러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연구참

여자들은 ‘어머니’로서의 삶을 새롭게 조직하기 시작한다. 사회 속에서 

자신이 놓여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시대적으로 적절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엄마되기’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주는 학습 양상은 조율, 습득, 기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율은 여성이 스스로에게 “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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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면서 시작된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 

외에는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다는 점, 본인이 전담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점, 남편에 비해 본인이 자녀 양육 정보를 적극적

으로 알아보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집중했

다. 

일을 그만두지 않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다. 일을 통해 가정에서 벗어

나고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투여된 연구참여자들의 욕망은 결혼과 출산 이전에 자신의 커리

어를 챙기려는 욕망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이 일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멋진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가까웠다. 현대 사회 어머니들에게 

부과되는 ‘좋은 어머니’ 상이 이전과 달리 점차적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는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을 조율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

가고 있었다.

여성들은 크게 정보 습득과 자녀 관리 기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

녀의 삶을 관리하고 있었다. 정보 습득은 크게 전문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

과 영상,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녀교육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신 기간부터 전문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

과 영상을 읽으며 아동 발달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다. 처음에는 책

과 영상을 보며 무작정 따라해 보는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들

이 자신의 아이에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며 타협과 변주

를 통해 점차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간다. 연구참여자들은 맘카페, 출

신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다른 엄마

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웃들과 양육을 

도우며 소통하던 조모세대의 어머니들과 달리 그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소통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든 즉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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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통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소통의 강점으

로 꼽혔다. 다만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

니티에서 얻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다. 자녀교육기

관과의 소통 역시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 

중 하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식단, 시설 등을 두루 평가하여 자

녀교육기관을 선택한다.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기관

에 의견을 개진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관리 양상은 지식에 기반한 성장발달 관리, 체계적

인 시간 관리, 취학으로 이어지는 장기 계획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

난다. 연구참여자들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자녀의 신체발달과 직결된다

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자녀의 식사와 수면을 

관리한다. 영양소를 고려하여 식단을 준비하고 식습관을 교육하며, 식사와 

수면 간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자 했다. 식사와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정

돈되면 빈 시간은 놀이 시간과 학습 시간으로 채운다. 자녀가 시간을 허투

루 보내지 않게 엄마 주도 하에 다양한 활동을 한다. 엄마가 혼자 자녀의 

시간을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연

구참여자들의 자녀 관리는 취학으로 이어지는 장기 계획으로 연결된다. 장

기 계획은 자녀의 흥미와 적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현재 자녀가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

모가 대리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후에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다. 

2.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연구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췄고, 중산층이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였다. 때문에 연구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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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되기’, ‘학부모되기’의 과정은 현대 사회 어머니 되기의 한 가지 

전형일 뿐이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 연구는 10명의 연구참여자와 진행한 면담 자료만을 활용했으며,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활용이 미비했다. 때문에 이

와 같은 어머니들이 전체 중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자

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여성

들을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엄마들의 학습을 살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중

산층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리

고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엄마로 연구참여자를 한정했기 때문에 영·유

아 시기와 취학 이후의 시기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

었다.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뒀거나 그만두려는 고민을 한 적이 있는 여성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녀 출산 이후 장기적인 휴직 없

이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엄마되기’, ‘학부모되기’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는 엄마되기, 학부모되

기의 양상을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더불어 다양한 집단의 엄마되

기 과정을 살펴 현 시대에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모성 담론의 양

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비수도권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연구참여자 집단을 명확하게 표집하고 그 집단의 삶과 학습의 

양상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여성들이 어

떤 식으로 조건화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학습을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한다. 

국내 여성들이 엄마, 학부모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양적 연구 역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는 일하는 엄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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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엄마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점이 바탕

이 되어야 하며,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학부모의 전형을 

발견하고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의 

다양한 양상을 발견하는 연구는 여성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며, 부모/학

부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 교육 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자녀의 영·유아기와 학령기 전반에서 여성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학부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일부 시기의 학부모 활동

에 집중하였으며, 자녀의 미취학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

학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이행의 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기

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학부모 이행의 파악과 더불어 

장기간의 패턴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교라는 공간과 관련하여 이

루어지는 학부모의 이행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행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패러다

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부모를 어떻게 학습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생애 속의 이행을 밝히는 것은 성인학습자에 대한 폭넓

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장기 휴직 없이 오랜 시간 일을 지속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

성들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여성들의 학부모 노릇 

역시 살펴야 한다. 일하는 여성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 전략은 어떠한지, 그 

과정에서 일-가정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생애를 고찰하는 생애사 연구를 통

해 부모에서 학부모로의 이행 과정과 여성의 일-가정 조율 과정을 보다 자

세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기획을 통해 자녀의 영·유

아기 시기에 한정하여 부모에서 학부모로의 이행 과정과 여성의 일-가정 

조율 과정을 관찰한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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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eing a Mother’ 

Learning in the Raising Children Process

: Focusing on the highly educated middle-class 

wome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eong, Jeyeong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women's participation in college and society have been active, 

but the problems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still obstacles to 

women's advancement. Currently,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n 

Korea has dropped sharply in their late 20s to late 30s, and has 

increased slightly since their late 40s. - Shape of M Curve. Since the late 

1980s, various systems have emerged to support women's labor and public 

childcare at the national level to prevent women from leaving the labor 

market and increase female employment rates. However, women still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 labor market and feel the lack of a 

child-rearing institution. The process of women entering and leaving the 

laboring market needs to be understood at the same time as a series of 

lifelong events leading to marriage, childbirth, raising childr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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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r theire childre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raising 

children of highly educated middle-class women who have quit or 

agonized over life events such as childbirth and childcare in terms of 

learning - “being a mother”. This study reveals one example of 

Korea's “being a mother” processes, which are mainly revealed around 

highly educated middle-class famil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does mothers’ experience after childbirth affect the process 

of “being a mother”?

Second, How does learning aspect turn out in the process of “being a 

mother”?

In response, Ten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highly educated 

middle-class women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had 

preschool infants and toddlers were selected.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The collected interview data are organized 

into ①social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being a mother” and ②

learning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being a mother”.

Participants in the study felt that raising children has become much 

more difficult than before. The first thing they felt after childbirth was 

the difficulty of combining work and family. The participants adjusted the 

timing of pregnancy and quit their jobs after planning baby because 

childbirth could be unfavorable to employment. They postponed returning 

to work or abandoned their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As they raise their children, the participants also felt the changes of 

the era. Unlike in the previous days when people matched multiple 

people in our neighborhood and raised children, parenting should be 

dedicated to the home these day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nt out with 

their children and received stinging attention and did self-censorship. 

They became accustomed to consumption. Because the exis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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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and mothers is made possible only by the constant consumption 

of money in the space of spending in modern society. They purchased 

and utilized various play services and plan their children's learning in the 

process from an early age. They described the private education for 

infants of the present era as something that everyone does.

The participants also expressed difficulties in finding people or systems 

to trust. The study participants were actively utilizing their recent 

professional and scientific knowledge of the child, judging that it was 

better than that of the previous generations. Therefore, they often 

experienced conflicts with the older generation and had difficulty finding 

a trusted caregiver. Child care and education infrastructure were also 

insufficient. Participants who do not find a fully reliable nurturing system 

decided to raise their children by learning, even if they lack a little.

Through their experience after giving birth to their children, the 

participants felt the difficulty of working and family together, the change 

of times, and the absence of a trusted caregiver or system. So they 

started to organize their lives as a “mother”, understood their social 

conditions and strived to be a socially appropriate mother. This can be 

understood as a “being a mother” process in the current era, and the 

learning aspects shown by research participants are organized into 

mediation, acquisition, and planning.

Mediation began when the woman asked herself, “Can I continue to 

work?” At this time participants quit their jobs and focused on raising 

their children, or worked and raised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Research participants who quit their jobs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one else in charge of raising children, that it was more economical to 

raise children by themselves, and that they were more active than their 

husbands. The study participants who continued to work wanted to take 

care of their own lives and maintained themselves through their work. 

However, the study participants' desire in this choise was rather i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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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ir desire to be a “good mother” to their children. As the good 

mother images imposed on modern mothers are becoming more diverse, 

working mothers and non-working mothers are not completely separated, 

and research participants were cultivating their lives coordinating the two 

areas of work and family.

Acquisition and planning are shown in terms of women acquiring 

information and managing their children's lives. Information acquisition 

was based on books and videos containing stories of experts, various 

online communities, and communication with children's educational 

institutions. Participants in the study used books and videos containing 

expert stories. At first, they blindly followed expert and later found 

patterns that fit their children through compromises and variations. They 

got information through mom cafes, online communities of their 

university, and open chat rooms from SNS.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hich communicated with their physically close neighbors, they 

communicated online immediately. Children's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also one of the channels to get information about children. Participants 

selected educational institutions by evaluating curriculum, a menu, and 

facilities. And they communicated with institutions and expressed their 

opinions to institutions if necessary.

Participants' child management aspects were shown in three aspects: 

knowledge-based growth management, systematic time management, and 

long-term planning leading to school. Participants thought that meals and 

sleep are directly related to children's growth. So they managed children's 

meals and sleep based on various scientific knowledge. If meal and sleep 

time are established constantly, the free time is filled with play and 

learning. They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under the lead of their 

mothers so that children do not waste their time. Private education may 

be used if necessary. Managing children of participants continued to a 

long-term plan with school. The plan wa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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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interests, aptitude, and social needs.

Women who become mothers thought about what kind of mother they 

will be,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they face. And they 

plan to become their “being a mother” process through various studies. 

In this process, they experienced conflict and confusion in work-family 

compatibility, child rearing and education. Participants actively collected 

information, managed children, and sometimes compromised with external 

circumstances to organize their lives and their children's lives in a 

chaotic situation. Their process of “being a mother” is a process of 

learning that is socially and chronologically appropriate to modern 

mothers.

This study explored various aspects of learning in the event of women 

entering and leaving the labor marke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d childbirth and parenting as a “being a mother” process. By 

understanding that mothers in modern society organized their lives as 

mothers through learning experience, it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adult learners' research centered on lifelong institutions. The study also 

revealed what kind of society modern mothers perceive. This can 

contribute to the search for practical support policies for women who 

have children during this period. Finally, this study showed the possibility 

that parents' research can be based on various scenes beyond regular 

educational institutions called schools by revealing the learning patterns of 

mothers with infant children.

keywords : Being a mother, Scientific mothering and Intensive mothering, 

Leaving the labor force, School-Parents, Agency, Learning

Student Number : 2019-2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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