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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살펴 본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 관념: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
1)이 현 정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소위 ‘부모-자녀 동반자살’이라고 불리는 자녀살해 후 부모
자살이 동아시아의 유교주의적 가족 관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
펴보고자,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 대한 비교문화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 작업은 관련 문헌과 신문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 관념
과 연관된 정치적 경험, 사회경제적 조건, 가족 구조의 형태, 그리고 문
화적 특성 등도 함께 고려되었다. 분석의 결과,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의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서로 다른 역사적ㆍ정치적 경험으로 인하여,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가족동반자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중국 사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살인’의 측면이 더
부각된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서 ‘가족동반자살’이 더 사회적으로 용납
되는 이유는, 일찍이 외부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핵가족 제도를 확립해
온 두 나라에서 부모의 위기 상황은 곧바로 가족 전체의 존립 문제로 인
* 이 자리를 통해 본 논문의 아이디어와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문웅 선생님께 특
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논문은 2011년 정부지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NRF-2011-354-B00066].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인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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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기 때문이다. 반면, 핵가족 외부의 상호의존 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
해 온 중국의 경우, 부모의 위기가 곧바로 자녀의 위기로 간주되지 않는
다. 셋째, ‘부모-자녀 동반자살’ 현상은 무엇보다 제한적인 외부의 지원
속에서 남녀의 분리된 가족 내 성역할과 그러한 성역할에 기초한 정체성
을 특별히 강조해 온 핵가족 구조와 이에 기초한 가족 관념의 위기를 드
러내고 있다.
주제어：부모-자녀 동반자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가족 관념, 유교주의 문화, 비교문화적 접근,
동아시아, 문화인류학

서론
자살 연구자들에게 있어 한국, 일본, 중국1)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서구 국
가들에서 자살의 원인이 대부분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설명될 수
있는 데 반해, 동아시아 지역의 자살은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원인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2) 일본 사무라이 계층의 할복자살(切腹,
seppuku)이나 70～80년대 한국의 노동자, 농민, 학생의 분신자살(焚身自
殺), 그리고 매년 5월 5일이면 화려한 국가적 행사로서 기념하는 중국 초

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굴원(屈原)의 자살은 결코 정신질환의 문제로

1) 본 논문에서 중국, 대만, 홍콩의 사례들은 이들의 상이한 역사적ㆍ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구별해서 다룬다. 그러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동일한 장에서 논의를 전
개하였다.
2) 예컨대, 신뢰할 수 있는 한 정신의학적 표본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자살자들이 우울
증을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비율은 서구의 정신의학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껏해야 63%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자살자의 정신질환 연
관 정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Michael R. Phillips,
Gonghuan Yang, Yanping Zhang, Lijun Wang, Huiyu Ji, and Maigeng Zhou, ｢Risk
Factors for Suicide in China: A National Case-Control Psychological Autopsy Study｣,
The Lancet , Vol. 360, 2002, pp.172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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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없으며 훨씬 복잡한 사회문화적 이해와 분석을 요구한다. 둘
째, 동아시아의 자살은 통계학적으로도 몇 가지 점에서 서구와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3:1
내지 4:1의 비율로 월등히 우세하고 도시 자살률이 농촌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성 혹은 농민의 자살률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심지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3)
이러한 차이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족동반자살’ 현상이다.4) 엄밀히 말해,
이 현상에 대해 ‘동반자살’(suicidal pact)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정
확하지 않으며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child murder followed by a
parent's suicide) 혹은 ‘가족 내 살인-자살’(homicide-suicide in the
family)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명칭이다. 실제로 1990
년대 이후 한국의 매스컴에서 ‘가족동반자살’이라고 보도되는 사건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성년 자식들이 합의에 의해서 자발적인 죽
음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부모(혹은 그 중 한 명)의 살인 행위에 의해 사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양의 문헌에서는 부모의 자살에 자식이
함께 사망하는 경우를 자녀살해의 관점에서 아동살해(child homicide) 혹
은 자녀살해(filicide)로 구분해 왔으며, 그 후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왔다.5) 그러나 한국에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
족동반자살’이나 ‘일가족집단자살’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최
3) Michael R. Phillips, Xianyun Li, and Yanping Zhang, ｢Suicide Rates in China, 1995-99｣,
The Lancet , Vol. 359, 2002, pp.835-840, 그리고 Kichinosuke Takai, ｢Japan｣, Lee A.
Headly (ed.), Suicide in Asia and the Near East , 1983, pp.12-58 참조.
4) K. Ohara,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Japan: Especially of Parent-Child Double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 1963, pp.382-385. 그러나 이와모도 미
치야, ｢자살 ㆍ 동반자살의 한일비교: 신문보도에 본 경향성과 언설의 분석｣, 1992
(이화여자대학에서의 발표문)에 의하면, 동남아 지역에도 드물지만 발견된다고 한다.
5) 그 외에도 이 문제는 결합자살(joint suicide), 이중자살(double suicide), 살인-자살
(homicide-suicide), 살해-자살(murder-suicide), 살인 후 자살(posthomicidal suicide),
자살이 잇따르는 살해(murder followed by suicide), 자살 이전 아동 살해(child murder
before suicide) 등의 용어로 지칭되어 왔다(안동현, ｢부모-자녀 동반자살｣, 아동권리
연구 , 제1권 제2호, 1997,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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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들어서야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자녀살해 후 자살’이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자녀살해 후 부모 자살을 ‘친자심중’(親
子心中, oyako shinju)이라는 용어를 통해 동반자살의 한 가지 형태로 간

주해 왔으며, 중국문화권에서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가족자살’(家族自
殺, jiazu zisha)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동아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독특한 가족 내 살인-자살의
행위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해 온 것일까?
다시 말해, ‘가족동반자살,’ ‘친자심중(親子心中)’6), ‘가족자살’(家族自
殺)이라는 명명법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왜 동아시아에서는 자녀살해

후 부모의 자살 행위를 타인에 대한 ‘살인’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안타깝
지만 불가피한 ‘가족공동체의 결정’으로 바라보고 부모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동정(同情)의 태도를 형성해 온 것일까?7)
지금까지 한국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대체로
한국 사회에 잔존해있는 유교주의적 가족 관계 및 가족 관념이 이러한
현상의 심층적인 원인으로 작동해왔다고 주장해왔다.8) 즉 아버지를 중심
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상정하는 유교주의적 가족
6) 심중(心中, shinju)은 원래 정사(情死), 즉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동반자살을 할 때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함께 죽기로
선택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7) 물론 현재 한국 형법은 가족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살해한 부모가 자살 후
생존할 경우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사형이나 7년 이상의 무기징역을 명하고 있
다(형법 253조). 그러나 매스컴에서 보도될 때, 이 문제는 여전히 살인의 문제이기 보
다는 가족의 불가피한 결정으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8)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연구로는 안동현, ｢부모-자녀
동반자살｣, 아동권리연구 , 제1권 제2호, 1997; 정승민,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한
국공안행정학회보 , 제18호, 2004; 김형수ㆍ황춘규, ｢한국사회의 동반자살에 관한 연
구｣, 지역개발연구 , 제38권 제1호, 2006; 서찬석, ｢부모의 자녀 동반 자살에 대한 사
회학적 분석, 1990-2004｣, 연세학술논집 , 2006; 이미숙,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탐색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 제20집, 2007; 이상현, ｢우리나라 가족 내
자녀살인을 동반한 자살사건 분석｣, 경북대학교 수사과학석사 학위논문, 2007; 정
승화, ｢1950-60년대 한국사회 경제구조 변화와 가족동반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
201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차원의 원인을 강조하고 있으나, 유교주의적인
가족 관념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가능하게끔 하는 심리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
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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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으로 인해, 아버지가 직면한 위기는 곧 가족성원 전체의 존립 위기
로 인식되고 죽음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
이 강하게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에 의한 어린 자식 살
해 및 잇따른 자살의 경우에 대해서도, 유교주의적 가족 관념에 따라 자
녀들이 독립된 개인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념 인식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개념은 상당 부분 유교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한국 사회의 ‘유교주의적 가족 문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같은 유교문화권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자녀살
해 후 부모자살의 양상은 결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 현상에 대
한 사회적 해석도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 발생 양상 및 사
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시기적인 변화가 발견된다.9) 따라서 한국의 자
녀살해 후 부모자살 문제를 단순히 ‘유교주의적 가족 문화’에 기인한 것
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것은 각 사회에서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유교
주의적 가족 문화의 구체적 특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 정치적 지배방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가 서
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주의적 가족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어떻게 관여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 작업은 동아시아 사회 간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10)
9)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동아시아 사회 간의 비교 연구로는 일본과 대만 사회를 비
교한 岩本通弥, ｢血緣幻想の病理｣ 都市民俗學へのいざない , 1988,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岩本通弥, ｢親子心中の日韓比較に関する歷史民俗學的硏究｣ 訪韓
學術硏究者論文集 , 2006 정도뿐이다.
10) 동아시아 사회와 서구 사회라는 익숙한 이분법적 비교 속에서, 유교주의적 가족 관
계나 가족 중심적 집단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보편적인 현상인양 당연시되고 동아
시아 내의 차이들을 간과해 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명구 외, ｢동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가족과 가족 관계: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사례 비교｣, 한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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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최근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현상 및 이 현상이 드러내는 현대 한국의
가족 관념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문화권에서 나타
나는 현상을 비교문화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한국, 중국, 대만, 홍
콩, 그리고 일본에서 나타나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양상 및 사회적
반응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같은 유교문화권이라고 여겨지는 이들 사회
들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족 개념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
인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을 위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이차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한국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 관한 자료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물과 과거 20년 간(1991-2010) 대중매체에서 보도된 기사를
한국언론재단 데이터베이스(www.kinds.or.kr)를 이용하여 수집ㆍ참조하
였다.11) 신문기사는 글을 쓴 기자나 신문사의 관점이 관여되어 있기 때
문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인구통계나 범죄
통계 어느 것도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따로 범주화해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이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편, 현대 중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연구자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행한 현지 조사12) 자료들
이 이용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 관한 사례들
은 중국지식기출설시공정(中國知識基础設施工程, www.cnki.net)의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수집된 신문자료 및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일본 지역
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물과 최근 보도된 신문기사를 참조하였다.
자료의 형태 및 연구방법이 일관되지 못하고 비교학적이라고 하기에는
학보 , 제52권 6호, 2008 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11) 자료 획득 과정 속에서 ‘가족동반자살’ ‘동반자살’ ‘자녀살해’ 등의 핵심어가 사용되
었다.
12) 연구자는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길림성의 한 농촌 마을에서, 2004년 5월부
터 7월까지 중국 북경과 하북성에서, 그리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중국
하북성의 농촌 지역에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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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에 관해 비교문화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가족동반자살’
정승화에 따르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한국 역사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13) 고려사절요 나 조선왕조실록 에는 세
금이 과중하거나 관리의 전횡으로 인해 하층민 가족이 모두 함께 ‘자살’
한 사례들이 언급되며, 구한말이나 일제 식민지 시기,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활고로 허덕이다가 자식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기사들이 종
종 신문 지상에 등장했다. 예컨대, 1957년 10월에는 한 여성이 “첩살이에
정신이 빠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원망하여 두 자식을 이끌고 한강
에 투신”하였는데, 장남만 잃고 본인과 둘째 아들은 구조되어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가 된 김씨는 “그 당시 심정으로선 제가 죽는 이상
어린 자식들만 세상에 남겨 놓는 것은 오히려 죄스럽게 생각되어 같이
죽어버릴 것을 결심을 하였다”고 말했으며, 재판장은 그녀의 딱한 사정
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1950년
대 말부터 비로소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쉽게 죽음으로 이끌
어서는 안 된다는, 즉 ‘가족동반자살’을 자녀살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한국 사회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극한 생
계의 곤란 속에서 어린 자식을 홀로 남겨놓지 못하고 죽는 부모에 대한
동정과 관용적 태도는 지속되었다.14)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는 많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경제
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대체로 사회적 하층민들
13) 정승화, ｢1960-60년대 한국사회 경제구조 변화와 가족동반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
2011.
14) 위의 글, pp.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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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나타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동정적 태도를 보이
는 현상은 2000년대 이후의 신문기사에서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다
음은 2003년 7월 17일 인천에서 발생한 한 자녀동반자살에 대한 기사 및
관련 사설의 일부이다.
지난 17일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두 딸(8살, 3살), 아들(6살)과 함께 아
파트에서 투신한 손 모씨(34, 여)는 극도로 빈곤한 삶에 지쳐 자살을 택했
다.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 위해 친정집에서 쌀을 구해야 하는 지독한 생활
고에 지친 손 씨는 동반자살로 이승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감한 것이다. (중
략) 집안의 벌이가 거의 없자 손 씨 부부는 3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천
만 원을 끌어다 썼고 은행에서도 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부인 손 씨의 허
드렛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도 안 돼 이들 부부는 1년여 전부터 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부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카드
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손 씨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비와 약값을 위해 언
니와 친구들에게 1만-2만원씩을 빌려야 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충남 태안의 친정집을 찾아간 것도 여
러 차례. 그러나 이 같은 임시방편도 바닥끝까지 추락한 고단한 삶을 이어
주지 못했다. 손 씨는 현실을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동반자살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후략)15)
실직한 남편이 가출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온 30대 주부가 3남매와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가정해체 문제가 얼마나 심
각한가를 알려준다. IMF 때보다 더하다는 비명 속에 이혼과 부모가출이 늘
어나면서 아이들의 비극도 커지고 있다.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엄
마 살려줘”하고 울부짖는데도 아파트에서 던져 버렸을까. 그 어머니는 남겨
두어 봤자 아이들이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살을 결행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해 절망한 사람이 부모 없는 자녀의 장래에
희망을 걸기는 어렵다. (후략)16)

15) “인천 네 가족 동반자살 왜?-극도의 생활고 이기지 못해”, 경향신문 2003년 7월 19일자.
16) “가정해체 비극 안타깝다” 한국일보 2003년 7월 1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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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기사와 사설의 논조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의 실직과 가출, 신
용카드 빚,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함,
그리고 만성적인 생활고의 상황은, 비록 그녀가 세 명의 아이를 그들의
의견에 반해(“엄마 살려줘”하고 울부짖는데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하
더라도 거의 ‘살인’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자신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유
된 정서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
유된 정서는 극한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극단적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족
에 대한 태도, 즉 한국인의 가족 관념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다지 많은 학
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연구가 급증하였
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와모도와 안동현의 연구
이다. 1989년 9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년 동안의 신문기사 분석을 토대
로, 일본 학자 이와모도는 한국의 ‘가족동반자살’이 일본에 비해 발생 수
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은 가족 성원 중 한 사람이 ‘홧김’에
저지른 살인-자살은 ‘가족동반자살’로 보지 않는다고 양국 간의 차이를
지적하였다.17) 또 한국은 그 원인을 가족 외의 요인-예컨대, 잘못된 경
제정책을 이끌어 온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돌리는 ‘항의성 동반자
살’이 많은 반면에, 일본은 “모두 내가 잘못했다.” 혹은 “폐를 끼쳐서 미
안하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자기 처벌적 성격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18) 이에 반해 안동현은 1978년부터 1994년
17) 이와모도 미치야, ｢자살 ㆍ 동반자살의 한일비교: 신문보도에 본 경향성과 언설의 분석
｣, 1992.
18) 이와모도가 ‘항의성 동반자살’을 많이 발견한 까닭은 그가 조사 대상으로 한 시기
(1989-1990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990
년대 중반 이후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사례들은 오히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절
망감을 표현할지언정 국가나 사회에 대한 저항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 홧김에 저
지르는 ‘가족동반자살’의 사례로서 이와모도는 동아일보 1990년 5월 7일자에 보도된
“부부싸움 끝에 집에 방화, 일가 2명 사망 3명 화상”의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
사는 50대의 남자가 술에 취해 부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부엌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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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7년간의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 동
반자살’은 매년 9.6건이 발생하는 결코 드물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 원인들로 추정되는 것이 사업 실패, 부인 가출, 가정불화, 부모
나 자녀의 질병과 장애, 부모의 정신질환, 고부 갈등, 외도 등 다양한 요
인들로서, 사실상 이 문제는 결코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모에
의한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결론짓고 있다.19)
연구자는 먼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한국의 ‘가족동반자살’
이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표1>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기초로, 모-자녀, 부
-자녀, 일가족(부부-자녀 또는 부-처자녀20))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21)
들어와 방안에 뿌린 뒤 불을 질러 부인과 셋째 딸(16세)를 사망하게 하고, 본인 및
큰 딸(25세)와 둘째 딸(18세)에게 중화상을 입힌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이와모도 미
치야, ｢자살ㆍ동반자살의 한일비교: 신문보도에 본 경향성과 언설의 분석｣, 1992.
19) 안동현, ｢부모-자녀 동반자살｣, 아동권리연구 , 제1권 제2호, 1997 참조.
20) 만일 유형에 따른 분류명이 살인 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놓은 것
이라면, 부모가 함께 합의하여 자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사람에 의해 배
우자 및 자녀가 살해된 경우는 ‘부모-자녀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처자
녀 동반자살’이라고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아직 분류
유목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예컨
대, 안동현(1997)은 부모가 함께 합의하여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상현(2007)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모 두 사람이든 혹은 아버지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범주 속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엄격히 말해 ‘일
가족 동반자살’이란 가해자-피해자 구분보다는 사망자에 주목한 개념으로, 이 유목
속에는 남편 혹은 아내에 의한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살해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21) 이 중 이상현(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기간의 신문기사 자료만을 수집
하여 분석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이상현은 중앙일보 데이터베이스(JOINS)를 통해서
사례를 먼저 수집한 뒤, 각 사건 발생기 경찰서 과학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살해ㆍ자살 동기, 흉기종류, 국과수 감식회보 결과, 유서, 진술 조서
등을 구두나 서면으로 확인하여 보충하였다. 한편, <표1>에 명시된 건수와 백분율이
원저자의 것과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자가 자료가 최대한 비교 가능도록
몇 가지 점을 수정ㆍ보완했기 때문이다. 먼저, 이미숙(2007), 김형수ㆍ황춘규(2006),
정승민(2004)의 ‘가족동반자살’ 자료 중에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예컨대, ‘부부동
반자살’) 경우는 <표1>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각 유형의 백분율이 바뀌었다. 또,
이상현(2007)이 수집한 총 59건의 자료 중에서, 부모가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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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의 ‘가족동반자살’의 유형별 건수와 비율 (단위: 건, 괄호 안은 %)

안동현(1997)22)
이미숙(2007)23)
김형수ㆍ
황춘규(2006)24)
정승민(2004)25)
이상현(2007)26)

기간

모-자녀

부-자녀

1978-1994
연평균
1994-2005
연평균
1998-2005
연평균
2000.1-2004.6
연평균
2000.1-2007.10
연평균

77(47.2)
4.5
72(46.4)
6
18(32.1)
2.2
10(28.6)
2.2
31(57.4)
4.0

55(33.7)
3.2
36(23.2)
3
13(23.2)
1.6
7(20.0)
1.6
9(16.7)
1.2

일가족
(부부-자녀/
부-처자녀)
31(19.0)*
1.8
47(30.3)**
3.9
25(44.6)**
3.1
18(51.4)**
4
14(25.9)
1.8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합계
163(100)
9.6
155(100)
12.9
56(100)
7.0
35(100)
7.8
54(100)
6.9

* 안동현(1997)은 유일하게 부모가 합의 혹은 동반해서 자녀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따로 분류하였음.
** 자녀가 노부모를 살해한 경우가 포함된 숫자임.

<표1>은 한국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드러내는 몇 가지 특징을 보
여준다. 먼저, <표1>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합계의 연평균 항목을 보
면, 한국 사회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빈도는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의 기간 동안 특별히 높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이미숙(2007)과 김형수ㆍ황준규(2006)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것). 둘째, <표1>의 모-자녀 유형의 연평균 항목을 살펴보면, 어머니에
의한 자녀살해 후 자살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에 잠시 높아지는 경
건 만이 대상이 되었다.
22) 안동현, ｢부모-자녀 동반자살｣, 아동권리연구 , 제1권 제2호, 1997, p.86 <표1> 참조.
23) 이미숙,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 제20집,
2007, p.161, <표2> 참조.
24) 김형수ㆍ황춘규, ｢한국사회의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 제38권 제1
호, 2006, p.43, <표3> 참조.
25) 정승민,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제18호, 2004, p.433, <표6>
참조.
26) 이상현, ｢우리나라 가족 내 자녀살인을 동반한 자살사건 분석｣, 경북대학교 수사과학
석사 학위논문, 2007, p.7-12,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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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지만, 2005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 빈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셋째, 모-자녀 유형이 일관되게 부-자녀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단독으로 자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가족동반자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에 의한 자녀살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경우를 함께 고려한다면 아버지에 의한 자녀살해가 어머니보다 더 비
중이 높을 수도 있다. 물론, 이상현의 자료는 설령 부-처자녀 유형의 자
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자녀 유형이 더
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에 특별히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
실은 당시 IMF의 구조조정 압력 속에 있던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
화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료가 어디까지나
신문 기사에 보도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 매체의 선별 과정
으로 인한 영향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고려는 2005년 이후 ‘모자녀 동반자살’의 보도가 많아지는 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2005년 이후 출산율의 감소 및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의 맥락과 ‘모자녀 동반자살’ 기사를 보도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27)
한국 사회에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은 학자들 간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부
분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가족의 만성적 생활고나 급격한 경제적 위
기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연구자들은 이 문제
가 (1) 실직과 부도를 양산하는 한국 경제구조 및 사회 양극화 현상, (2)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가족주의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잘
못된 공동체 의식, 그리고 (3)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설명될 수 있
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되는 한국 경제구조와 사
27) 그러나 언론 보도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사건 발생지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
료를 수집했던 이상현에 의하면, 자녀살해를 동반한 자살 사건들은 그 충격적인 성격
으로 인해 발생 사건들이 거의 다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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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양극화 현상은 부모가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왜 자살의 실행에 있어서 굳이 자녀 살
해를 포함하는가를 밝혀주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두 번
째와 세 번째에서 제시되는 가족주의의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모가 자신들의 자살 선택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자 하는 배경에는 자녀가 부모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가족주의적
사고 혹은 부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28)
한편, 안동현은 지금까지의 연구자들 중 유일하게 가해자에 따른 자녀
살해 후 부모자살의 원인을 구분해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안동현의 연
구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시기(1978-1994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비교의 차원에서 2000년대의 신문기사를 다
룬 이상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따른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원
인을 시기 구분에 따라 분류ㆍ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28) 이러한 사고를 과연 ‘정상적’인 상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신질환’ 내지 ‘비정
상적’ 상태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령 자녀살해 후 부모
자살을 선택하는 당사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졌다
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순간에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은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학습되고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정신질
환적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미국과 일본 사회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Yuko Kawanishi, ｢Japanese Mother-Child Suicide: The Psychololgical and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the Kimura Case｣, UCLA Pacific Basic Law Journal ,
Vol. 8,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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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가해자에 따른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추정원인1)

부-자녀
모-자녀
부모-자녀
(일가족)

1위

2위

3위

1978-1994

배우자의 가출(34.5%)

부의 정신질환(18.2%)

미상(10.9%)

2000-2007

배우자의 가출(55.6%)

경제적 곤란(33.3%)

미상(11.1%)

1978-1994

미상(16.9%)

결혼 불화(15.6%)

자녀 신병비관(10.4%)

2000-2007

경제적 곤란(35.5%)

모의 정신질환(25.8%)

결혼 불화(16.1%)

1978-1994

경제적 곤란(48.4%)

미상(22.6%)

가정 불화(12.9%)29)

2000-2007

경제적 곤란(78.6%)

결혼 불화(14.3%)

자녀 문제(7.1%)

시간차를 두고 비교한 <표2>로부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녀
살해의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최근의 사례들은 점점 더 경제적
인 곤란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자녀, 모-자녀 유형 각각 경제적 곤란이 전체 사례의 약 35%의 원인
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가 모두 자살하는 경우에는 무려 78.6%로 나타
난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도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긴 했지만, 최근 들
어서는 더더욱 아버지의 사업실패나 실직, 가족의 빚 부담, 그리고 만성
적인 생활고 등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야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아버지 단독에 의한 자녀살해 후 자
살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
대적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우자의 가출’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남성들이 자녀살
해 후 부모자살을 실행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아내 가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 내 성역할 및 정체성
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밝혀
29) 안동현은 ‘가정 불화’와 ‘결혼 불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맥락의 측
면에서 볼 때 ‘결혼 불화’는 ‘부부 싸움’을 의미하는 듯이 보인다. 비교를 원활하기
위해, 연구자 또한 부부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결혼 불화’로 분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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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고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
회에서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가 자살하는 형태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
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한 가지 위기 대응 방식으로서, 특히 사회경제
적 지위가 낮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계층에게 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특징은 2000년대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정신질환에 의한 사례를 제외
하고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동이 새롭게 양산한 경제적 빈곤 집단
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문제는 무엇보다
부모의 능력과 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댈 곳이 없는 사회
경제적 하층 집단의 경우 부모의 죽음은 곧 자녀의 불투명한 미래로 간
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몇몇 연
구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함부로 생
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식을 홀로 남겨놓는 것이 이들 부모에게는
‘무책임한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공동체적 가족 관념은
핵가족 구조에 기초하여 사회 성원의 재생산을 이루어 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일정 기간의 공교육을 제외하고는 미
성년 개인의 생존 및 사회화가 순전히 부모의 능력 및 자원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자녀 개개인의 생존은 부모의 생존과 현실적으로 분리되기
가 어렵다. 셋째, 가해자에 따른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이유들을 살펴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책임의 내용이 매우 뚜렷한
성별 분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의 능력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미취학 어린 아이를 살해하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모-자녀 유형이 부-자녀 유형보다
우세하고, 또한 아버지에 의한 자녀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는 아내의 가
출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서 나타나는
가족 특징들이 과연 얼마나 유교주의적인 가족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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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주변 사회이자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 및 중국문화권(중
국, 대만, 홍콩)의 경우를 각각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친자심중’(親子心中)
자살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일본의 자살은 왜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띠
고 있는 자살이 결코 모든 사회에서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특
히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
주 인용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친자심중’(親子心中,
oyako shinju)이라고 불리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다. ‘친자심중’(親子
心中)이라는 일본어는 그 자체로 ‘부모-자녀 동반자살’이라는 뜻을 내포

하고 있다. 비슷한 형태의 자살이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해왔지만,
일본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학문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아왔으며
그만큼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서구의 자살 연구자들은 자녀살해를 행
하는 부모의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친자심중’을 살해-자
살(murder-suicide) 중에서도 특히 의존-보호적인(dependent-protective)
형태라고 구분하고 있다. 즉, 자식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부모는 근본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고통 받
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부양 자녀가 함께 동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30)
일본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Kichinosuke Takai는 일본 자살을 개괄하
는 논문에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서 학생 자살이
많다는 것과 부모-자녀 간 및 연인 간에 ‘동반자살’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31) 일본의 민속학자 이와모도 미치야(岩本通弥)는 ‘부모-자녀
30) Ronald W. Maris, Alan L. Berman, and Morton M. Silverman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 2000, p.226.
31) Kichinosuke Takai, ｢Japan｣, Lee A. Headly (ed.), Suicide in Asia and the Near 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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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이 오로지 일본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32) 특히 그는 일본의 ‘친자심중’이 문화적으로 독특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특수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는데, 비록 이것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거의 매일같이(매년 400여 건) 발생하는 흔한 사건이
되긴 했지만 다이쇼 시대(大正時代, 1912-26년) 이전만 해도 거의 존재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일본의 ‘친자심중’은 다이쇼 시대 말기인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등장한 현상인 것이다. 또한 이와모도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 것은
기아(棄兒)의 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비록 전(全) 시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일본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적어도 1930년대 이후부터는 꾸준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존재해 온 현상이다. 일본의 한 연구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일본에서 1934-35년 사이에는 총 308건(인구 10만 명당 0.44
건), 1954년에는 282건(인구 10만 명 당 0.32건), 1978-1980에는 1213건
(인구 10만 명당 0.35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33)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당시 일본에서 ‘동반자살’이 전체 자살 중 4%를 차지
하며, 그 중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34)
이 숫자를 같은 시기 일본의 자살률과 인구 수35)를 이용해 환산해 보면,
대략 1년에 164건(인구 10만 명당 0.18건)이 발생한 셈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도쿄(東京)의 사망통계를 바탕으로 분석
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약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녀살해 후 부
모자살의 숫자는 약간의 감소만을 보일 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36)
1983, p.35.
32) 이와모도 미치야, ｢자살ㆍ동반자살의 한일비교: 신문보도에 본 경향성과 언설의 분석｣,
1992, p1.
33) K. Yoshimatsu, ｢Suicidal Behavior in Japan｣, K. L. Peng and W. S. Tseng (eds.),
Suicidal Behavior in the Asia-pacific Region , 1992, pp.15-40.
34) Kenshiro Ohara,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Japan: Especially of Parent-Child
Double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Vol. 120, 1963, pp.382-385.
35) 1960년 당시 자살률은 대략 인구 10만 명당 20건, 그리고 인구수는 9,300만 명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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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왜 일본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
나 이들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의 자녀살해 후 부
모자살이 젊은 어머니의 영아 살해의 형태라는 점이다.37) Ohara와
Reynold의 연구 결과는 전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중에서 73%에 이르
는 비율이 어머니와 자식의 ‘동반자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에
의한 자녀살해 후 자살의 배경은 남편과의 분쟁이나 장애아를 돌보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가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일본 사회의 관점은 매우 동정적(同情的)으로 가장 심각한 처벌이 3년
징역형이라고 한다.38) 이러한 연구 결과는 1946년부터 1972년까지 도쿄
(東京)에서 발생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사례를 분석한 Koshinaga의 연
구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의한 자
녀살해 후 자살이 가장 일반적이며 현대에 들어올수록 점점 더 숫자가
증가하고, 그 주된 원인은 남편의 부정(不貞)이나 가족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39) Wagatsuma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청소년기까지도 심리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 근
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어머니들은 자녀를 자신의 연장
(延長)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도 함께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40)
한편, Kichinosuke Takai는 보다 심층적인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
는 일본의 ‘친자심중’이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화적 관점-즉,
죽음을 구원으로 간주하는 것, 죽음에 대한 낭만화와 극화(dramatization),
36) J. Koshinaga and S. Takahashi, ｢The True Facts of Double Suicide in 23 Sections of
Metropolitan Tokyo during the 39 Years after the War｣, (안동현, ｢부모-자녀 동반자
살｣, 아동권리연구 , p.89에서 재인용)
37)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친자심중(親子心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죽는 모습을 연상하곤 한다.
38) Kichinosuke Takai, ｢Japan｣, Lee A. Headly (ed.), Suicide in Asia and the Near East ,
1983, p.38.
39) 위의 책, p.39.
40) H. Wagatsuma, ｢Child Abandonment and infanticide: A Japanese Case｣, J. E. Korbin
(ed.), Child Abuse and Neglect: Cross-cultural Perspectives , 1983 (안동현, ｢부모자녀 동반자살｣, 아동권리연구 , p.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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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극적인 현실의 삶을 떠나 신(神, kami)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세
계로 가고자하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인이 혹
독한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인 무력감과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수치심으로 인해 자식과 함께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여성이 자녀살해 후 자살을 선택하는 데에는 남편의 부정
(不貞)이나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적대감이 관여하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일본 여성들은 죽음을 통해서 아이를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빼앗음으로써, 남편이 죽은 다음에라도 그의 영혼에 기억
과 복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ichinosuke Takai와는 달리 저항의식이나 적대감과는 전혀 상
반된 문화적 감정이 오히려 심리적 원인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와
모도는 일본인에게는 타인에 대한 공감(共感) 및 동정(同情)의 태도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고 무의식적인 가치관으로 내재해 있어서, 가족 중
누군가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차라리
그 고통을 결말짓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
을 강조한다. 그 단적인 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에 부모의 고통을 보면서 자살 동참을 결심하는 자녀의 유서가 발견되기
도 한다.41) 이러한 사례로부터, 이와모도는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수행
41) 이와모도 미치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1989년 12월 2일
게재된 기사를 들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일 오전 1시 10분경, 千葉
懸 浦安市 舞浜의 동경 디즈니랜드 근처 호텔 ‘쉐라톤 그랜디 도쿄베이 호텔 & 타
워’ 의 안뜰에서 一家로 보이는 4명이 투신하여 사망한 것을 투숙객이 발견, 110에
신고했다. 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林美昭(岐卓懸不破郡垂井町宮代, 39세, 회사원)
와 그의 처 操씨(35세), 長男 弘和君(11세, 宮代국민학교 5학년), 次男 慶祐君(6세,
宮代유치원)으로 밝혀졌다. 투숙하고 있던 10층 객실에서 발견된 유서로부터 同 경
찰서는 操씨의 병을 고시하던 끝에, 베란다에서 약 30M 아래 정원으로 투신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林씨 一家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同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遺書는 4통이 있었고, 각각의 양친에게 보낸 美昭씨와 操
씨의 유서에는 “(操씨의) 심장병이 악화되어 괴롭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고 씌여
있었다. 弘和군의 遺書에는 “아빠, 지금까지 11년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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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한국인의 경우 자녀의 의견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인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일본인은 자녀를 살해하기
전에 본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Kawanish는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족 문화의 관점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특히 젊은 어머니에 의한 어린 자녀 살해의 문제
를 바라본다.42) 우선, 그녀는 어머니에 의한 자식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미국인과 일본인 어머니들의 상반된 반응에 주목한다. 미국인들은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일본인 어
머니들은 이 문제를 결코 ‘아이 살해’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 일본인
어머니들은 자신과 자식을 서로 다른 개체로서 구별 짓기보다는, 자식을
어머니의 자아 연장(ego extension)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
적 경험은 일본 사회가 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가족 내 역할 정체
성과 관련되어 있다.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 여성은 하나의 인간이기 이
전에 어머니로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역할
정체성을 갖도록 강요된다. 자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신의 삶 속에서
여성은 자식과 한 몸(oneness)이라는 왜곡된 정체성을 갖게 되고, 결국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식과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함께 죽
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Kawanish는 이러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 아버지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즉 일본인에게 있
어서 가족은 운명을 함께하는 단위로서, 각 개인은 가족적 자아(the
family self)의 일부분으로서의 정체성을 개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43)
지 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괴로워하고 계
신 것을 보고 나도 결심했다.”라고 씌여 있었다...” 이와모도 미치야, 위의 글 참조.
42) Yuko Kawanishi, ｢Japanese Mother-Child Suicide: The Psydchological and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the Kimura Case｣, UCLA Pacific Basin Law Journal , 1990.
43) 위의 글. Kawanishi는 가족 문화 이외에도 ‘무아’(無我, muga)의 상태를 미화하는 불
교적 가치, 아이를 남겨두고 어머니가 홀로 떠났을 때 받게 될 사회적 비난, 그리고
한부모 자녀나 부모 없는 아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 체계 등
을 일본 사회에서 어머니에 의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이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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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살이 동아시
아의 맥락에서 결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보
여줄 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고찰이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가족 관념
및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의 연구들은 한국의 연구들과는 그
주된 관심 대상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이 유교주의적 가족
관념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나 계층 분화의 문제를 통해 이 현
상을 이해하고자 해 왔다면, 일본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관
심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가족 관념에 대해 논하더라도 유교 사상의
영향보다는 일본인 고유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일본 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일본인
만의 독특한 문화적 행위로서 묘사되고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유교주의 가족문화권에 속한 중국, 대만, 홍콩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며 인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문화권(중국, 대만, 홍콩)에서의 ‘가족자살’(家族自殺)
또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동아시아 지역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한국이
나 일본과 달리 중국문화권에서는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
타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예컨대, 대만의 정신의학자 린 시엔(林憲)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1975년 A신문에 1년 간 보도된 전체 동반자살
기사는 총 111건이었으며 그 중 58건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인 데 반
해, 대만의 경우 1969년부터 3년 간 L신문에 보도된 동반자살 기사는 총
53건이었지만, 그 중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은 단지 6건에 불과하다.44)
있다.
44) 林憲, ｢精神徵候の通文化比較からみた親子中心｣, 講座家族精神醫學 , 第二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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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자료가 3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인데도 단지 6건만 보도되었다
는 것은 1년 동안 무려 58건이 보도된 일본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사 자료가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두 지역의 인구수 역시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45) 이 결과가 대만이 일
본보다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실제로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모도는 일본과 대만은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의 빈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있어서도 다
르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대만 사회에는 아버지에 의한 ‘일가족동
반자살’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단지 어머니에 의한 ‘모-자녀 동반자살’
만이 존재한다. 또 대만 사회에 소위 어머니에 의한 자녀살해 후 자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대만의 여성 자살이 일반적
으로 아이를 동반하지 않으며, 대개 그 원인도 화의 발로이거나 남편이
나 남편의 가족에게 보복하려는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46) 결론적
으로 이와모도는 대만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동반자살’ 현상의 차이를
중국인과 일본인의 인성적 차이로 설명한다. 즉, 중국인은 불만과 공격을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내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거나 가족 외의 사람과의 ‘동반자살’이 많은 반면에, 일본
인들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처벌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
문에 가족 내의 ‘동반자살’이 많다는 것이다.47)
(岩本通弥, ｢血緣幻想の病理｣ 都市民俗學へのいざない , 1988, p.93에서 재인용).
45) 1970년 대만의 인구는 약 1,400만 명이며, 1975년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1천만 명으
로 대만보다 약 8배 많다. 대만의 인구수는 Preliminary Statistical Analysis Report
of 200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참조. 일본의 인구수는 통계국 사이트인
http://www.stat.go.jp에서 참조.
46) 이와모도의 이러한 발견은 현재의 중국 사회에도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연구자가
중국 농촌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의 자살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남에
도 불구하고 아이를 동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자살의 원인이 대개 직접
적으로는 남편과의 다툼이나 논쟁과 관련이 있었다. Hyeon Jung Lee,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Rural North China｣,
Ph.D. Dissertation, 2009.
47) 이와모도에 의하면 일본인은 바로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유서에서도 “더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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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엔(林憲)이나 이와모도의 연구가 대상으로 한 시기(1960～70년
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양상이 어
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밝히기가 어렵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대만 사회에도 아버지 혹
은 어머니 모두에 의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발견될 뿐 아니라, 그 숫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통계적 보고에 의하면, 대만에
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살인-자살(homicide-suicide)의 숫자가 연간
6.7건이었던 데 반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무려 연간 27.6건(5년 간
총 138건)으로 상승했다.48) 물론 이 숫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살인자살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또
다른 연구자에 언급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대만 사회에는
약 10년 간 총 78건의 ‘가족자살-살인’(family suicide-homicide)이 발생
하였으며, 그 중 40건이 2000년대 초 3년 동안에 발생한 것이다.49)
이처럼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
대해 학자들은 대만의 불안한 정치ㆍ경제적 상황과 고아들에 대한 사회
적 경시, 부부간의 결혼생활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무너뜨리고 있는
도시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와모도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원인을 가족 외에서 찾는 대만 사회
의 경향은 최근의 연구나 보도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예컨대, 기사에
서 사례로 인용된 세 명의 자녀와 더불어 의도된 화재로 자살ㆍ사망한 한
부부의 유서에는 대만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
다.50)
어쩔 수 없다” “내가 잘못했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남긴다고 한
다. 이와모도 미치야, ｢자살ㆍ동반자살의 한일비교: 신문보도에 본 경향성과 언설의
분석｣, 1992.
48) Paul S. F. Yip et al. ｢An Empirical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micide-Suicides
in Hong Kong, 1989-2005｣,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 2009, p.185.
49) “Family Suicide-Homicide a Tragic Trend in Taiwan", Los Angeles Times, Dec. 14,
2003.
50) 위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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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의 홍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 지역에서도 자녀
살해 후 부모자살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C. Y. Chan et al.이
1989년부터 1998년의 살인-자살 사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수
집된 총 56건의 사례 중에서 1/4(14건)이 자녀살해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 때 여성은 대개 18세 미만의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여하고 있다(10건,
71.4%).51) 또 다른 연구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홍콩
지역의 살인-자살의 발생수가 연간 5건에서 연간 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살인-자살 사건
을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Yip et al. 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총 99건의 살인-자살 사례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47건
(47.5%)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의한 자녀의 살해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상세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44건을 대상으로 분류해 본 결과, 자녀 살
해는 총 4가지 종류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각각 (1) 경제적 실패에
직면한 아버지의 이타적 결정(14건, 31.8%) (2) 어머니의 정신질환(총 13건,
29.5%)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질투(10건, 22.7%) (4) 가족분쟁(6건,
13.6%) (5) 배우자(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투(1건, 2.3%) 등이다.52)
이처럼 최근의 대만과 홍콩에 대한 연구들은 린 시엔(林憲)이 1969년
에 대만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달리, 최근 들어 대만과 홍콩
51) C. Y. Chan et al. ｢Homicide-Suicide in Hong Kong, 1989-98｣, Science International ,
Vol. 137, 2003, pp.167-171.
52) Paul S. F. Yip et al. 위의 글. 그러나 이 연구가 가정한 원인에 따른 분류 방식에 대
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연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생
계부양자인 아버지가 행한 자녀(혹은 배우자 포함) 살해 후 자살에 대해서는 가족을
위한 ‘이타적’(altruistic) 형태의 살해-자살로 분류한 반면, 젊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
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신질환'(mental illness) 형태라고 구분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후자에 속한 여성 가해자들의 정신내적 과정(intrapsychic
process)은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사건 발생 전에 접촉했던 적
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타적’인 아버지나 ‘정신질환’적 어
머니나 처한 상황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언제부터 정신질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상태로 전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본 연구 자료로는 알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사
건을 저지를 당시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므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방식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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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드물지 않으며 그 양상에서도 아버지
와 어머니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만
과 홍콩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많은 사례가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이나 정신질환
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53)
대만이나 홍콩과 비교하여, 중국 본토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문
제가 어느 정도로 발생해 왔으며 또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는가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어도 확인된 연구가 없다. 이러한 절대적인 연
구 부족 현상은 중국 본토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사실의 외부 공개
가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인지를 궁금하게 한다.54) 연구자는 중국의 자녀
살해 후 부모자살에 대한 연구 및 신문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중국 정부의 통제에만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국외 학자들에게도 접근이 가능한 2000년 이후의 신문기사를 대상
으로 검색해 보았을 때도 여전히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다.55) 또한 연구자가 자살 연구를
53) 덧붙여, Yip et al. 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비록 논문에서 자세한 논의를 피하고
있지만-앞서 나열한 분류에서 세 번째 형태,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하거나
다른 연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부모가 질투심(amorous jealousy)에 저지르게 되
는 살인-자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어디까지나 왜
곡되고 불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중국문화권
(내지 동아시아권)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규범과는 상이한 일탈적
인 가족 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4) 중국 정부는 1949년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엄격하게 국
가의 자살 통계 자료 및 보도를 제한하고 외부로의 유출을 통제해 왔다. 중국 정부가
자살에 관한 통계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냉전의 국제 분위기 속에
서 중국의 자살 통계가 혹시라도 서구의 비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염려하
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Jianli Ji, Arthur Kleinman, and Anne Becker, ｢Suicide
in Contemporary China: A Review of China's Distinctive Suicide Demographics in
Their Sociocultural Context｣,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 Vol. 9, No. 1, 2001,
pp.1-12 참조.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자살 연구는 반드시 자
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949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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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국에 두 해 가까이 거주하는 동안에 접했던 수십 건의 자살 사건
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녀 살해를 포함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라는 현상이 매우 드
물게 나타나는 것일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유교주의적 가족주의의 산물로 간주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
국, 일본, 중국이 모두 유교주의적 가족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
국의 현상은 동아시아의 가족주의에 대한 보다 복잡한 질문을 제기하는
듯이 보인다. 특히 적어도 대만이나 홍콩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자녀살
해 후 부모자살 문제가 꽤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 중국만이 다
르게 나타나는지 흥미롭다. 결국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경험해 온, 일본, 한국, 대만, 홍콩과 구별되는 독
특한 정치 체제 및 사회구조적인 특성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연구자가 획득한 최근 중국의 신문에
보도된 두 건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2010년 11월
20일 중국 남부 광동성(廣東省)의 한 소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998
년에 쌍둥이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뒤 13년 동안 각종 치료를 시도
해왔으나 결국 차도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
고 욕실에서 익사를 시켜 사망하게 한 후 자신도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
도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37세인 이 여성은 아들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온 남편에 의해 발견되어
본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56) 이 사건은 중국 전역의 수십 개의 방
55) 현재 중국의 학술논문과 주요 신문기사들은 중국지식기출설시공정(中國知識基础設
施工程, www.cnki.net)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원문제공 서비스(中國重
要報紙全文數据庫)를 받을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복
수자살(復數自殺)’, ‘결반자살(結半自殺),’ ‘자녀살해(子女殺害, 殺子, 殺孩子)’, ’가
족자살(家族自殺)’ 등의 다양한 핵심어를 통해 자료를 검색해 보았으나,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물이나 기사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연구자의 검색 실패는 어떤
다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은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추가적인 연구 사항으로 남겨둔다.
56) “溺死腦癱双胞胎母親受審稱想給家里一個解脫”(뇌성마비 쌍둥이를 익사시킨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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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매체가 주목하는 등, 과연 이 여인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중국 사회로부터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문기사는 뇌성마
비 아이 둘을 키우는 어머니의 고통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였으
며,” 그녀의 외모만 보더라도 “생활의 고통이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더
늙게 만들었고”, 단 한 번도 그녀는 “진실로 아이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
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 “우울증 발작”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
다. 따라서 분명히 “국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죄 사
실이 분명”하지만, 형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잘
못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과 “장애아의 법률
적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격렬한 사회적 논쟁 속에서, 결국
중국 사회에서 살인에 대한 처벌로는 경감된 5년형이 선고되었다.57)
또 다른 사건은 2011년 6월 28일에 보도된 것으로, 역시 광동성(廣東省)
의 한 도시에 사는 40세 여성이 5살부터 16살에 이르는 세 딸을 죽이고58)
본인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살려주세요”라는 딸의 구원 요청
을 듣고 이웃 주민의 경찰 신고로 어머니 본인만 구조된 사건이다.59)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외지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세 딸의 아버지가 그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차린 이후, 부인에게 생
활비를 가져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남편은 지금껏 가정에 무책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심리에서 말하기를 가족에게 해탈을 주고자 했다), 廣州日報 2011年 6月 3日 報道.
57) “溺死腦癱双胞胎母親被判五年 稱用改造贖罪”(뇌성마비 쌍둥이를 익사시킨 어머니
5년 판결, 속죄하고 변화되기로), 羊城晩報 2011年 6月 29日 報道. 이 보도에서 인
터뷰를 한 담당 판사는 이처럼 경감된 판결을 내린 이유를 “법률의 가치가 단순히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으며, 미래의 행위 규범이자 구속적인 힘을 형성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장애아에 대한 법률적 보
호 및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최근 중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58) 기사에서 정확한 살해 방식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온 집안에 피가 가득했다는 표
현으로 미루어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다.
59) “母親殺死3女兒 割脉獲救”(어머니가 세 딸을 살해하고 손목을 그었으나 목숨을 건
지다), 南方都市報 2011年 6月 28日 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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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사례라
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에 관한 자료가 극히 제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두 사건을 보도한 중국의 신문사는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와는 달리 사건들을 ‘가족자살’(家族自殺)이라는 표현 속에서 다루
지 않는다. 오히려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신문보도는 ‘윤리참극’(倫理慘
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록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및 아들

선호사상은 사회적으로 비판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설령 그러한 상황이
라고 하더라도 자녀살인은 윤리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보도 속에서도 마
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신문기사는 언뜻 보기에는 어머니
의 두 아들 살해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녀 살해의 배경으로 지난
10여 년 기간 동안 뇌성마비 아들을 돌보는 과정이 극히(심지어 죽음보
다 더) 힘들었음을 여러 번 과장된 형태로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그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살해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자녀살해의 문제는 살인을 저지른 부모가 곧이어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만이나 홍콩,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덜 용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에서도 부모
가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회와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적어도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함부로 부모가 그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중국 국가의 성원-공민(公民)-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중
국 농촌 사회에서 종종 발견되는 영아살해 혹은 유아 인신매매와 같은
현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사회에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상대적으로 드문 까닭이 반드시 자녀에 대한 더 큰 사회적 존중에서 나
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어
떠한 연유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
으로,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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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족 관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살펴 본 동아시아의 가
족 관념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문화권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특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발생하는 빈도의 측
면에서, 일본과 한국에서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좀 더 빈번하게 나
타나는 데 반해, 중국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견된다. 또 같은
중국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대만과 홍콩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로서 인식되고 학문적인 관심도 존재해 온 반면에, 중국에서는 거의 신
문에 보도되지도 않고 연구물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자녀살해 후 부
모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있어서도 국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녀살해’의 측면을 애매모호
하게 다루고 ‘가족동반자살’이나 ‘친자심중’(親子心中)이라는 용어를 통
해 이 문제가 마치 ‘가족의 결정’인 양 다루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설령 ‘납득할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자녀살해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살’이
나 가족의 결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엄격히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에서는
‘가족’ 윤리가 ‘개인’ 윤리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가족’보
다 ‘개인’의 윤리가 더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한국, 중국, 일본이 보이고 있는 서로 다른 양상 및 태도가 드러내
는 유교주의적 가족 문화의 차이와 그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문화권 중에서도 대만과 홍콩 지역에
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모두 ‘가족동반자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을 초월하여 사회적 단위
로서 가족의 집단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주의적 가족 문화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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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 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별적인 인간
개인 간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생사(生死)를 함께 하
는 운명공동체로서 바라본다. 특히 ‘일가족동반자살’에서 대개 아버지가
직면한 위기가 사건의 계기가 되고 또 아버지가 다른 가족을 살해하는
특징은, 자녀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고를 넘어 가족의 운
명을 가장(家長)인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가족 관념의 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개별적인 개인을 넘어 하나의 집
단적인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매우 약하다. 이는 무엇보다 1949년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후 국가가 유교주의적인 전통 사상을 반혁명적인
것으로 엄격히 비판하고, 개인의 생산 활동 및 사회 정체성을 가족이나
종족(宗族)이 아닌 집체(集體)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왔던 역사적 경험에
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체제 속에서, 전통적으로 가
장(家長)이 지니고 있던 권위는 집체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정치적 간부
에게로 전이되었으며, 특히 중앙 정치지도자의 권위를 빌어 자녀에 의한
부모의 처벌마저 허용한 문화대혁명의 경험은 가족적 위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의 붕괴를 심각하게 가져왔다.60)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국의
개개인들은 집안의 가장 대신에 국가의 정치지도자를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
체 관계 속에서 자녀의 운명이 반드시 부모에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비록 가족중심적인 유교주의적 문화가 개별 가구 내에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고 할 수는 없지만,61) 중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
60) 이 시기 동안의 중국인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황수민 린마을 이야기 , 2003
혹은 William L. Parish and Martin King Whyte, Family in contemporary China ,
1980 참조.
61) 연구자가 중국 농촌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에 의하면, 집체 시기에도 여전히 많은 가
족들은 자신의 가족 성원들에게 좀 더 많은 물질적 이익과 정치적 혜택이 돌아가도
록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들을 구사하였다. 예컨대, 마을 집체에서 함께 식사를 준
비하고 배급할 때 몇몇 ‘현명한’ 어머니들은 자신이 음식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떠맡
아 자신의 가족 차례가 오면 국자를 보다 바닥 깊이 넣어 건더기를 더 많이 주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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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매우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을 ‘가
족동반자살’의 문제로 바라보기가 어렵다.
둘째,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타나는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발생 빈
도 차는 무엇보다 세 국가의 가족 성원들이 맺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관계망의 성격의 차이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최재석은 1920-1950년대
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세 국가의 가족을 비교한 결과 일본가족의 평균
인원이 가장 적고 중국이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전국적으로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과 한국이 80%에 달하는 데 반해 중국은
6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세 국가 간에 가족구성의 형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핵심적인 요인은 중국의 경우 핵가족원이외의 직계친(直
系親, 가구주의 조부모나 손자손녀)이나 방계친(傍系親, 가구주의 형제

자매, 백숙부, 조카와 그들의 배우자)을 가족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흔
하고, 방계친을 포함하는 비율은 한국이나 일본의 약 2.5배에 달하기 때
문이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중국의 가족 개념은 부모-자녀의 핵가족 단
위를 넘어선 확대가족의 성격을 띠고 있다.62)
물론 이러한 확대가족, 나아가 종족 중심의 밀접한 사회적 관계와 위
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사회주의 경험 속에서 그 근간이 무
너져 내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설령 제도적이고 의례적인 장치는 공
산당 정책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상호 부조나 사회적
안전망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사회관계가
유지되고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 사회보다 유교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 있어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발달
시켜 왔는데,63) 이는 인맥(關係, guanxi) 형성의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
였으며, 또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배급받은 식량을 조금씩 집안의 남모르는 곳에 숨겨
놓기도 하였다고 한다.
62) 최재석, ｢한ㆍ중ㆍ일 삼국가족의 통계적비교｣, 아세아연구 , 제8권 제2호, pp.457-468,
1965.
63) 김광억, ｢조상숭배와 사회조직의 원리: 한국과 중국의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 제18호,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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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타난다. 즉, 중국인의 인맥 형성은 한국인에 비해 사회적 계층,
지위, 나이를 불문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일단 가까운 관계
가 형성되면 곧 형, 오빠, 누이, 이모, 삼촌,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등등,
가족이나 친족 개념을 통해 서로를 호칭함으로써 확대된 유사가족(類似
家族)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64) 결국 중국은 이러한 확대된 가족

관념을 통해 일상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핵가족을 넘어선 사회적 관
계를 잘 활용해 온 반면, 일본은 일찍이 안착한 핵가족 체계 및 이에 기
초한 소규모적 가족 관념으로 인해 가족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핵가족 바
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 힘든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일본인
의 경우, 한국인이나 중국인과는 달리 타인을 가족이나 친족의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는 한 예일 것이다.
중국에서 나타나는 유사가족 사회적 네트워크는 왜 중국 사회에서 자
녀살해 후 부모자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
사실 중국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
는 도농 간의 차별에 근간한 불안한 정치경제적 구조로 인해 많은 사람
들이 만성적인 불안 및 고통을 겪고 있고 자살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데,65) 흥미로
운 점은 연구자가 2000년대 중반에 면접한 서른 명이 넘는 여성 자살자
내지 자살시도자 중에서 자녀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은 경제적 곤란, 부부싸움, 정신질환 등 대
략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으며, 중국 사회에서도
생물학적 엄마가 없으면 자녀의 삶이 고통스럽고 애처롭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한부모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럼에

64) 중국 학자 훼이 샤오 퉁은 이와 같은 중국인의 사회 조직 방식을 자아로부터 점점 바
깥으로 확장시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파문(波紋)”에 비유했다. 훼이 샤오 퉁, 중
국 사회의 기본 구조 , 1995 참조.
65) Margery Wolf, ｢Women and Suicide in China｣, Margery Wolf and Roxane Witke
(eds.) Women in Chinese Society , 2005, pp.111-141; Hyeon Jung Lee,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Rural North Chin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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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자살이 자녀살해를 동반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신문 기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녀를 개별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사
회주의적 관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확장된 가족 관념과 네
트워크로 인해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를 다른 가까운 누군가가 돌보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66) 이 점은 한국이나 일본의 부모들이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여 혼자 놔두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세상
을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비된다. 즉, 중국 사회에서 핵가
족 단위를 넘어서는 가족 성원들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망은 비록 일상적
으로 개인의 부담을 더 증폭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가족
위기의 상황에서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는 자원으로서 역할 한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에서 나타나는 유교주의
적 가족 문화는 단순히 집단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제로 충분히 설명
될 수 없으며, 결혼한 남녀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고 있는 지나치게 고정
적인 성역할 및 그러한 성역할 수행을 통해서 획득되는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 핵가족 체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여성은 자
녀 출산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감내하는 어머
니의 역할을 그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부여받아 왔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친구이지만, 다른 모든
역할과 정체성은 자녀가 있는 한 어머니라는 정체성보다 절대로 우선되
지 않는다. 특히 다른 직장생활 없이 자녀양육에만 전념하는 여성들은
매일 매일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
게 되고, 그러한 반복된 과정 속에서 어느새 자녀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어쩌면 그 자체로 혼동하는 왜곡된 자아 정
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분명히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때 인격 구분의 혼란으로 자녀살해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 속에서 핵가족 제도를 사회적 안전망의
66) 물론 이러한 믿음 속에는, 여성이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여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남편 가족에게 속한 것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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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이고 거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온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는 “엄마
없이 아기만 남아있으면 불쌍하다.” “진짜(생물학적) 엄마가 손수 키우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다.” “비록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새엄마가 아이를 구
박할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등, 어린 자녀의 생존과 행복은 생물학
적인 어머니와 분리되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족 관념
이 강화되어 왔다.67) 따라서 자녀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는 어머니의 입
장에서는 어린 자녀가 혼자 남아서 고생할 것을 고통스럽게 상상하느니
차라리 죽을 때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해서 낫다는 심리 과
정을 겪게 된다. 결국 서구 사회에서 어머니에 의한 어린 자녀의 살해는
모성과는 완전히 배치(背馳)되는 문제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이
는 오히려 모성의 왜곡된 발현이자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일체감과 심리 과정은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대체
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공감되는 까닭에,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중
에서도 특히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두 사회는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68)
고정된 성역할과 그러한 성역할 수행에 기초한 개인 정체성의 문제는
아버지에 의한 자녀살해 후 자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족을 별
탈 없이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일은
핵가족의 가장이자 책임자인 한국과 일본 사회의 아버지들에게 가장 우
선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적 역할이며 정체성의 근원이다. 물론 이미 1990
년대 이후 핵가족 구조가 파괴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아버지
정체성은 한국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국 사회에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에 의한 자녀살해 후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이 아내의 가출이라는 점은 얼마나 아버지의 남성적 정체성
이 자녀살해 후 자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인가를 보여준다. 즉 아내
67) 이와모도, 위의 글 참조.
68) 그러나 최근 들어 산후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
국 사회에서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자살하는 어머니의 처지를 무조건적으로 동정하
기 보다는 그 행위가 정신질환(특히 우울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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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출은 직접적으로 남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녀 양육의 부담이 주어
진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가출 그 자체가
이미 가족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아버지의 권위와 남성
성을 결정적으로 위협한다. 설령 아내 가출의 원인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은 가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커다란 충격과
자책으로 나락과 같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감당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경제적 위기(예컨대, 실직이나 파산)와 잇따르는 빚 부담과 채
무 독촉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통해서
라도 가장으로서 마무리를 지어야한다는 왜곡된 책임의식을 낳게 된다.
결국 지난 20여 년 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온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에서 핵가족 단위에 기초한 사회 구조가 사회경제
적 변화에 따른 가족 위기에 직면하여 그다지 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결론으로 이끈다. 특히 가족의 생계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핵가족 유지에 필수적인 이 두 가지 남녀 각자의 역할은 사
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
히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다. 최근 지속되는 한국 사회의 높은 실업
률과 낮은 출산율은 두 가지 문제 중 어느 한 가지도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문제는 사회경제적 구
조 변화로 인한 기존 핵가족 체제의 붕괴 및 가족 성원들의 정체성 불안,
경제적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의 결여, 그리고 한국의 강한 가
족주의에 바탕을 둔 부모와 자녀 간의 자아 혼란이 함께 생성해 낸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자살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 존재해왔으며,
어떤 사회도 이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살은 반
드시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의 문제만도 아니며 그 원인 또한 다양하여
설령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그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족동반자살’이라는 용어 속에 자녀 살해가 마치 ‘자살’
의 일부인 것처럼 그리고 단순히 ‘가족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잦은 신문 보도 속에서도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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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의 불행 정도로 치부되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의 아이들이 단지 부족한 능력과 자원, 혹
은 질환을 가진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로 살해되고 있다는 데 있다. 무엇
보다 예방되어야 할 것은 부모의 자살이 아니라 자녀들의 불필요한 죽음
인 것이다.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
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이후의 자녀 양육이 결국 핵가족
내 부모의 성별 분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가족적 위기 상황에 직
면했을 때 부모가 없는 자녀는 결국 정상적인 사회 성원으로서 자라나기
힘들다면, 출산 장려는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더욱 극심한 고
통으로 이끌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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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ent-Child Suicide Pact’ and the Concept of the Family in
East Asia: A Cross-Cultural Approach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Lee, Hyeon Jung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the recent
phenomenon of ‘parent-child suicide pacts’ is related to the family
concepts in modern South Korea, particularly utiliz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ose in Japan and China. For this research, the existing
studies and recent newspaper articles in these areas are reviewed. This
paper proposes three findings. First, the traditional Confucius concepts of
the family which emphasize the superior authority of the father and the
child's subordination have tended to continue in Japan and South Korea
over the last millenium, while the social recognition of the child's
individuality has developed in China through its unique socialist
experience. As a result, South Korea and Japan but China tend to regard
a child murder followed by a parent's suicide as a ‘familial suicide pact.’
Second, unlike China where extensive pseudo-familial social networks
have often been utilized to solve an acute problem in the family, the
institution of the nuclear family in Japan and South Korea since the early
twenty century has made a parent's crisis to be that of the whole family.
Third, the frequent ‘parent-child suicide pacts' in South Korea suggest
that the strong social ideology of the nuclear family, which urges the
strict division of gender roles and the performative gender identities based
on such roles,

is no longer congruous with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situations in recent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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