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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줄임글

세계화시대의 한국 가족주의: ‘기러기 아빠’ 사례 연구

세계화라는 시공간의 압축은 초국적 가족을 출현시키며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조기유학으로

발생하는 '기러기 가족(Goose Family)'은 초국적 가족의 전형적 형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기러기 가족은 영어교육과 학력 자본에 대한 선망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적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낙인은 기러기 가족을 공론장에서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열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성공 사례

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요구 한다. 하

지만 외부로부터 시작된 한국 교육에 대한 예찬은 실상 학부모의 열정이 그 본질적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가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기러기가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그 작동원리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초국적 가족은 세계화의 조건과 함께 문화적 기제를 그 내부

동학으로 가진다. 따라서 기러기 가족은 한국의 가족주의가 세계화의 변동 속에서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산층 '기러기 가족, 특히 기러기 아빠'

들의 삶에 주목한다. 기러기 가족이 분거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한국인의 습속이자 문화로 가족 이데올로기를 매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러기 가족을 지탱하는 문화적 동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기러기 아빠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인터넷 커뮤니티 내 기러기 아

빠들의 '이야기된 삶'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정서와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기

러기 아빠들이 주변화된 자신의 처지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선택한 인터넷 카페는 이

들의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략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산층 기러기 아빠의 삶 경험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그들의 특징을

스케치하고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선정된

기러기 아빠의 삶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본 연구가 목표했던 것은 계층적 직업적으로

특수한 중산층 기러기 아빠의 자기인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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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실천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들은 삶에 큰 변

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은 세계화의 시대적 맥락과 문화의 협

력적 작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분석결과, 기러기 아빠들은 위기에 처한 자신을 비극 영웅으로

형상화하면서도, 희극 영웅으로 정체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희극과 비극 영웅서사

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은 기러기 아빠가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를 매개하는 수직적

매개자로 정체 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를 기획하는’ 서사를 통해 자신

이 미래 세대를 재현시켜 나가는 책임을 언도받은 영웅으로 형성화한다. 또한 부모의

애정과 헌신에 대한 기억은 이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자로 인식하게 만

든다. 한편, 기러기 아빠는 분거 당시 외로움과 그리움 등의 부정적 감정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데 인터넷 공간은 이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소통의 장으

로 작동하고 있었다. 댓글 간 상호작용, 선후배 기러기 간의 관계 형성 등으로 기러

기 아빠들은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상담하며 위안을 얻는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

티의 적극적 활용은 그것의 익명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층면접 분석결과, 기러기 아빠는 스스로 자녀 교육과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

닌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책임의식은 ‘선대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의무감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부모가 제공한 은혜에 대한 기억은

보답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감을 낳고 이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실천의 이면에 기러기 아빠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어 개인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세계화가 가져온 시공간의 경험 변화는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 형성에 가족적 문화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정 내 아버지의 공간은 줄어들게 되고 전통사회의 유대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러기 아빠의 친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이상적 아버지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문화적 명령에 의

해 책임은 존재하지만 권위는 감소한 기러기 아빠는 친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대

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든스가 언급한 세계화 시대 정서의 민주주의를 숙

고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Key words: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기러기 가족(goose family), 기러기

아빠(goose dad), 세계화(globalization), 가족주의(familism),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 기억과 재현의 실천, 친밀성(in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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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세계화라는 사회변동은 자본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삶의 변동을 가져왔다. 세계화 시대의 이러한 특징은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말로 표현

된다 (Harvey, 1989; 바우만, 1998; 박길성, 1996). 통신과 운송 수단의 발달은 물류의

이동뿐만 아니라 거주 이동의 자유를 가져왔는데, 이와 관련해 세계화시대의 가족형

태인 ‘초국적 가족’ (transnational family)은 국경을 공유하는 공간에 거주하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서구의 근대 가족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

가족(nuclear family)을 그 전형으로 삼았다면, 초국적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

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국가에 분거하며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지칭한다.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 한 해에 유학길에 오른 초 중 고교생 수가 2

만 9천명에 이르는 한국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수치는 1997년 외환위기 전

보다 5배 가량, IMF때보다는 10배가량 늘어난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2004년 한

국사회는 2조원이 넘는 외화를 송금,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천세

영 박소화, 2008). 가계 지출의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 교육비인 것은 예부터 지속된

현상이었지만, 최근 교육의 소비 방향이 더 이상 국내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

다. 초국적 가족에 관한한 한국 사회의 전형적 형태는 교육 투자를 위해 한국을 떠나

는 ‘기러기 가족’ (goose family)1)이다.

한국 사회 중산층 이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러기 가족’은 세계화 담론이 부상

한 1990년대 중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은, 2004). 하지만 기하급수적인 증가

와 함께 한국의 언론들은 가족의 해체 및 그 부정적 효과를 조명하였고, 이에 따라

1) 기러기 가족의 어원은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에서 기인한다. 기러기 아빠는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부인과 아이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뒷바라지하는 아버지들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Gireugi’라는 용어로 조명 받기도 하였다 (2005년 1월 10일, 동

아일보, 권순택). 국립 국어원『2002년 신어』 보고서에는 기러기 아빠가 신조어로 포함되었다 (2003년

2월 6일 보도자료, 국립국어원). 한편 동일한 기러기아빠도 재력과 형편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자녀의

조기유학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가 '기러기 아빠'라면, 형편이 좋아서 언제든 외국으로 가족을 보러 갈

수 있는 경우를 '독수리 아빠', 여유가 없어 외로워도 국내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펭귄 아빠'

라고 한다 (2007년 1월 9일, 주간경향, 홍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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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가족은 비정상 가족 이자 이기적인 가족이라는 낙인을 대중적으로 감수해야

했다2). 교육 자본으로서의 고학력과 문화 자본으로서의 영어 실력에 대한 선망의 시

선이 한국사회 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구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자기 계발을 독려하되, 학생의 자기 계발을 부모의 경제력으로

해결한다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기러기 가족이 설 자리를 잃게 하였고 이들이 공

론장에서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의 동기는 이와 같이 한국의 교육 열기가 가지는 역설적 모습과 관련을

맺는다. 교육형 ‘매니저 엄마’ (educational manager mothers)3)가 될 것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희생을 통해 축적된

능력이 세계적인 평가를 얻으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김연아와 박태환 같은

선수의 탄생에는 개인의 재능이나 의욕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뒷바라지가 존재했다.4)

좋은 학생을 키우려는 학부모의 열정을 이해한 박태준은 철강뿐만 아니라 교육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포항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5) 또한 높은 교육열이 우수 인력을 제공함

으로써 사회 발전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경동, 2002). ‘매니저 엄마’에 의해 주

도 되는 교육열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지만, 동시에 이러한 성공 사례와 그

에 따른 긍정적 평가는 교육 열기의 양면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한국 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미대통령 오바마(Obama)와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Newsweek)는6) 한

국 교육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 차원에서 칭찬 일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교육은 실상 ‘시스템’이 아닌 ‘부모의 열정’이 본질적인 모습이

다.7) 따라서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의 교육 열정을 만

들어 내는 사회적 단위, 즉 ‘가족’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와 뉴스위크가 예찬

한 한국의 교육에 대해, 오늘날 우리 내부의 평가는 무엇인가.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왜 이와같은 교육 열정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글로벌 시대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는 기러기 가족에 대한 학

2) 2002년 10월 13일, 오마이뉴스, 이후록

2005년 12월 28일, 파이낸셜뉴스

2005년 1월 16일, 한국일보, 마가렛 키

3) Sojin Park(2007) 참조

4) 2009년 5호, 디자인하우스 ‘맘&앙팡’

5) 2011년 1월 27일, 중앙일보, 전영기

6) 2010년 8월 18일, 동아일보, 정성희

7) 2010년 8월 17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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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기러기 가족을 발생시킨

사회적 요인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문제, 학벌중심주의, 가족이기주의, 자녀 중심적

가족문화 등 국내의 교육현실에 대한 우려와 가족주의가 주요한 요인이다 (최경석 외,

2003; 김양희․장온정, 2004; KEDI, 2005, 천세영 박소화, 2008)8). 이에 더하여 그 거

시적 배경으로 세계화가 지목되며, 기러기 가족은 세계화의 구조적 변동에 적응하는

비교적 유연한 집단이라고 이해된다 (조은, 2004; 천세영․박소화, 2008). 이러한 전

세계적 변환과 함께 교육의 주체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며, 시민의 선택이라는 인식

은 ‘초국적 교육’ 개념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조명덕, 2002; 천세영 박소화, 2008).

한편, 기러기 가족 내 행위자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은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를 바

탕으로 조기유학의 출현 배경을 설명한다. 기러기 가족 구성원들에게 존재하는 부모-

자녀 일체감이 비동거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최양숙, 2005). 이러한 선행연

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러기 가족은 국내 교육현실에 불만족하고 있는 학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전략으로 이해

될 수 있다.9)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자식 중심의 가족주의, 도구적 가족주의가 세계

화 시대에 작동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기러기 가족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과 양태를 잘 밝

혀내지만 그것이 가족주의라는 사회적 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

다. 가족의 현재를 그려내는 작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8)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조기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유학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

유계층이거나 고학력 계층, 또는 외국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시행된 2005년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자녀의 영어교육에 신

경을 쓰는 경우, 외국의 선진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경우, 외국대학 졸업장을 더 중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기유학을 고려해 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들 또한 조기유학의 가장 큰 원인

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며,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공교육에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

기유학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EAI(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무관하게 자

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유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

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조기유학이 일부 부유층에 의한 한국 탈출 유학이었던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유학이 중산층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천된 조기유학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9) 기러기 가족에 대한 최양숙(2005)의 연구는 경제적으로 부의 축적을 이룬 일부 계층 - 중산층이 본인

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해 교육명품으로서 선택한다는 것이다. 최양숙

(2005)의 연구는 고소득 전문직업의 기러기 아빠 20명을 인터뷰한 것으로 중산층이상을 그 연구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조은(2004)의 연구 또한 기러기 가족이 출현하게 된 경제적, 국내외적 조건을 밝히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러기 가족이 된 배경은 남편의 경제력, 해외유학이나 미국 거주 경험, 남편이

해외 상사나 교환교수로 이주, 미국 영주권이 있거나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2000년대 증가세를 보인 조기유학은 첫째, 조기유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

제적 여건이 보장되고, 둘째, 외국에서의 과거 거주 경험이나 선택 당시의 거주 기회가 보장되어 있을

때,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욕심과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연동

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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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 행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보다, 사회전체의 ‘보이

지 않는 힘’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기러기 가족이 독립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지형 속에서 발원했다는 생각

을 가능케 한다. 현재 ‘기러기’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화와 어

떻게 관련돼 있는가. 개인이 처한 삶의 지형을 거시적 구조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가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가족 내 ‘아버지들’에

대한 전통적 이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는 불륜 등을 초래해

왔다는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평가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계

층과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기러기 아빠의 삶을 단순화시킨다. 이는 가족의 출현과 작

동을 개인의 도덕적 차원으로 환원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몰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삶을 유도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 중에는 기러기 아빠나 엄마의 삶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적지 않다. 전

문직 남성 ‘기러기 아빠’에 대한 연구(엄명용, 2002)나 ‘기러기 엄마 되기’ 과정을 유형

화한 연구(김선미, 2004)는 학부모 한 쪽 편의 삶이 가지는 특수한 모습을 드러낸 연

구이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와 분석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다.

기러기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 모두는 가족의 분거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한국인의 습속이자 문화로서 ‘가족 이데올로

기’를 매일같이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러기 가족을 지탱하는 문화적

동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러기 아빠들의 ‘아버지됨’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그 특징을 드러내고 전통적 아버지

상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세계화된 시대적 맥락에서 아버

지상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연구자는 ‘기러기 가족, 특히 아버지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기러기 아빠들이 ‘이야기한 삶’을 분석한다. 이것은 가족주의가 가족원에게 실제

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아버지들의 삶’을 가시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러기 학부모들이 주변화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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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선택한 인터넷 카페는 이들이 펼치는 일상의 담화로 메워

진 공간이다. 여기에서 기러기 학부모들은 행위자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

해 삶을 주체화시킨다.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위로

하는 한편, 스스로의 고민과 불안을 글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은

기러기 아빠들의 정체성과 위기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댓글을 통한 상

호작용은 위기를 경험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야기들에 주목함으로써 연구자는 기러기 가족을 지배

하는 부정적 견해 일변도의 관점을 해제하고 다양한 양상에 주목할 수 있다. 기존의

키워드가 고독, 걱정,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위주였다면 이러한 정서를 극복하기 위

해 아버지들은 다양한 수사를 펼친다. 기러기 가족 자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의 종결

점을 가정 파괴로 그리지만, 가족의 재결합 까지 살펴봤을 때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

은 비단 부정적 정서만은 아니다.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기

러기 학부모들은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동원한다. 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버지

들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중산층 기러기 아빠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심층면접 과

정에서, 기러기 아빠들은 자신의 일상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해 주었다. 이는 기러기 아빠들의 교육 투자 행위를 가족주의라는 배경

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분거생활 전후의 생활 경험은 세계화

시대 아버지들이 가지는 역할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기러기 아빠들은 자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기러기 아빠가 문화에 배태되어 행동하면서도 변

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교육열과 가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러기 아빠’

들의 삶 경험을 고찰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기러기 아빠의

경험은 일반적 인식과 어긋나는 새로운 모습이었으며, ‘기러기 아빠’들의 삶만이 아닌

세계화 시대의 아버지됨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기러기 아빠’들이 소통하는

인터넷 장(場)은 아버지들의 삶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 위기를 해결해 가는 전략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무엇보다

기러기 아빠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삶을 재발견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제한적 위치에 놓인 자신의 삶을 주체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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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삶을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기제와 세계화 시대의 특징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현

대 사회의 아버지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초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러기 가족’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힘을 찾

아내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본 연구가 밝혀내고자 하는 주요한 연구 질문 및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 아빠들이 분거 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삶의 애환은 무엇이며, 이들은 스

스로를 어떻게 인식해 나가고 있는가? 이들의 정체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각 4장 1절과 5장 1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둘째, 기

러기 아빠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위기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먼저 4장 2절에서는 인터넷 장(場)이 공감과 위로의 공간으로 갖는 의미를 살펴볼 것

이다. 또한, 5장 2절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기러기 아빠의 위기와 그 극복전략

을 논의한다.

제 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주 연구 방법으로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10)을 사용하였다. 최근

문화 사회학자들은 의미구조에 주목하는 서사적 전환(the turn to narrative)을 하였는

데 이는 텍스트를 전체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다(Jacobs and Sobieraj,

2007:5, Hall, 2000: 347). 다시 말해, 서사분석은 이야기가 발화되는 제도적 맥락을 고

려한다. 텍스트 내 서사된 사람과의 만남은 곧 서사된 사회(narrated society)와의 만

남이기 때문이다(Maines, 1993: 24).

한편, 내러티브는 현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이론적 측면에서만 단순화시켜 분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복잡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가족의 삶을 살펴보며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10) 본 장에서는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을 편의상 내러티브라고 부르도록 한다. 서사분석과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며 익힌 바, 내러티브(narrative)라는 명칭이 방법론으로서 그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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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인터넷 커뮤니티

본 연구는 첫째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둘째 그들의 위기와 극복의

전략을 분석하는 목표를 지닌다. 연구 수행단계에서 연구자는 자녀를 유학 보낸 친척

으로부터 온라인 상의 학부모 모임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자와의 면담을 통해 인터넷 공간의 가능성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

탕으로 본 연구는 “유학생부모 (기러기 아빠엄마) 모임”11)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커뮤니티는 2002년 7월에 처음 개설되어, 현재 회원수 5506명

(2010년 11월 기준)에 이르는 대규모 카페이다.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일부 게시판의 열람

이 가능하다.12)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이 될 텍스트는 ID ‘아이스***’의 게시글이다.

그의 서사와 댓글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기러기 아빠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영웅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먼저 이것이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

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삶은 계급, 직업, 교육배경 등 사

회경제적 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개인의 정체성은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함께

주관적 평가, 그리고 감정이 뒤섞여 나타난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은 서사된

이야기를 통해 보다 잘 발견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지는 접근의 용이성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현

대인의 일상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포털 사이트와 사이

버 공간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김경희․김주연, 2004:8). 사람들은 포털사이트에 방문

하고 커뮤니티를 개설해 토론을 하거나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 기본 메뉴와 다자인이

공통적인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진입장벽도 제공하지 않는다 (김경희․김주연,

2004:8). 이와 같이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제 현대인의 일상을 이루는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가 서사한 글들은 인터뷰보다 풍부한 일상적 경험

과 정보를 담고 있다. 지극히 문학적인 탓에 신화적이라고 까지 판단할 수 있는 텍스

11)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cafe.daum.net/overseagoose). 

12) 특히 학부모에게만 회원가입과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커뮤니티 제약에 따라 연구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가족의 아이디로 커뮤니티에 접근하였고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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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조차도 실은 평범한 일상 속의 개체(entity), 행동(action), 그리고 행위자(agency)를

담은 역사이다. 이러한 묘사는 오히려 기러기 아빠의 삶으로 연구자를 초청하고 이들

의 감정에 귀 기울이게 한다. 또한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를 드러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 접근 용이성으로 말미암아 기러기 아빠의

삶 체험을 발견하기에 좋은 공간이 된다.

셋째, 인터넷 커뮤니티의 현실 반영적 속성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익명성과 가상

성이 혼재하는 사이버공간을 실제 세계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실증적 한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실 재현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짐으로써 상호작용이 현실로 확대되고, 소수

네티즌들은 신분 노출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순환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익명성, 가상성, 그리고 추상성만을 가졌다고 평가

절하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현실 반영적인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이 가져오는 이점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익명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들은 오히려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더욱이 인터넷 커뮤니티

는 비슷한 조건의 학부모들이 가입하는 동질적 배경의 공간이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

는 오프라인에서 보다 편하게 삶의 애환을 토로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부정

적 인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지친 감정의 배출구이자 위로처로

기능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텍스트를 분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과 가상성을 고려한다면, 풍부한 텍스트 속에서

사실을 재구성하고 서사적 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기

러기 아빠들은 현재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거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회고적으로 이

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인터넷 커뮤니티 “유학생 부모

모임”의 ‘아이스***’가 서사하는 일상사는 주로 현재 시점에서 기억을 매개로 회상된

과거 체험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텍스트는 상당수 재현된 역사의 특징을 가질 수밖

에 없다 (이희영, 2007: 101). 따라서 게시글이 얼마만큼의 진실성을 담보하는가는 연

구자가 해석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텍스트 자체가 실증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그것을 재구성 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많은 사람들의 활발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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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많은 영웅들이 담론을 형성하는 곳이다. 기러기 아빠들은 한 편의 게시글 내에

서 스스로를 영웅화하거나 댓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영웅화하는 전략을 펼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서사한 기러기 아빠들을 영웅으로 간주하고, 이들

이 펼치는 전략을 통해 정체성, 위기, 그리고 극복의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13)

1.2.2 심층 면접 (인터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한 기러기 아빠의 삶은 이들을 실제로 인터뷰함으

로써 그 경험을 보다 생생히 접할 수 있다. 인터뷰는 2010년 11～12월, 그리고 2011년

5～6월에 걸쳐 시행되었고, 총 6명을 인터뷰 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매우 동질적인 조건을 갖춘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인들

의 도움을 받아 연령, 소득 등이 일정정도 비슷한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눈덩이 표집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기러기 가족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서 부터 경험 후의 총제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이루어졌다. 기러기 학부모들이 가지

고 있는 경험을 솔직하게 듣기 위해 라포(rapport)형성에 노력하였고, 이 후 질의응답

식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 가

족에 대한 생각을 질문함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의 신념과 가치도 들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방법은 응답자가 자기 인식적인 상태에서 응답하기 때문에 사실

13)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한 분석법은 헤이든 화이트의 방법이다. 역사적 상상력의 심층 구조를 분석

한 화이트(Hayden White, 1973)는 역사가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story)를 만드는 사람이며, 역사가

는 실제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적용시키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헤이든 화이트, 1991: 4). 그 전략들은 플롯(emplotment), 논증(argument), 그리고 이데올로기

(ideology)에 의한 설명이다. 그는 이들 각각을 다시 네 개의 표현 양식으로 구별해내어, 논증에는 형

식주의․유기체론․기계론․구조주의 형식이, 플롯구성에는 로망스․희극․비극․풍자의 원형들이, 이

데올로기에는 무정부주의․보수주의․급진주의․자유주의 전략이 있다고 설명한다.

화이트는 역사를 서술적 담론으로 간주하여,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구조’로서의 담론을 분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에는 ‘시적인(poetic) 요소’가 있는데 역사적 자료에 내재한 이

러한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역사가 설명될 수 있다. 플롯(plot)구성의 측면에서 희극의 영웅은 시련과

갈등 속에 놓이지만 종국에는 이를 극복하는 축제를 통해 승리를 이룬다. 서사 초반에 영웅은 승리감

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서사를 진행하며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결국 희극 영웅은 세계

및 사회와 화해(reconciliation)를 한다. 하지만 비극 영웅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보다 더 큰 힘을 지

닌 전능한 힘에 운명적으로 굴복 당한다. 시련은 영웅에게 체념을 가져오고 화해하지 못한 영웅은 비

극을 인내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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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

별

연

령
학력 직업 소득

분

거 

기

간

당시

자녀 연령 

자녀유학 

국가

1
이범수 남 57 대학원석사졸 사업 연봉 4억 5년 만17세 여 캐나다 

인터뷰 일시 2010년 9월 15일 인터뷰 장소 서울 송파구 개롱역 음식점

2
노선욱 남 46 대학졸 방송감독 연봉 1억 7년 만17세 여 미국

인터뷰 일시 2010년 9월 27일 인터뷰 장소 서울 오목교역 방송회관 1층 

3
고정애 여 50 대학졸 가정주부 연봉 1억 6년 만22세 남 호주 

인터뷰 일시 2010년 10월 18일 인터뷰 장소 서울 옥수동 옥수역 카페 

4
윤석만 남 49 대학원석사졸 영어강사 연봉 1억 1년

만14세 여, 

만16세 남
미국

인터뷰 일시 2010년 10월 5일 인터뷰 장소 서울 당산역 근처 교회 

5
박정찬 남 46 대학졸 사업 연봉 1억 2년

만10세 남

만11세 남
필리핀

인터뷰 일시 2010년 11월 14일 인터뷰 장소 인천시 연수동 개인 사무실

6
이진숙 여 52 대학원석사졸 심리상담사 연봉 1억 4년

만 16세 남

만 12세 남
미국

인터뷰 일시 2011년 6월 11일 인터뷰 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역 카페 

그대로의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감

안하더라도 유경험자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고 생각한다. 다음은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필이다.

[표1] 인터뷰 참여자 프로필 *인물명은 모두 가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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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본 절에서는 사회변동과 관련을 맺는 가족의 변동을 고찰한다. 먼저 형태론은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관점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사

실에 주목한다. 반면 규범론은 가족의 가치와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형태가 지속됨에 주목한다. 한편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초국적 가족

은 형태론과 규범론의 관점에서 모두 이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규범론적 관점

에서 초국적 가족을 접근해 볼 것이다.

제 1절 가족의 역사와 초국적 가족의 등장

가족의 구조와 형태는 사회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가족의 구조가 사회

변동과 함께 연동한다는 관점이 변동론 (형태론)적 관점14)이라면, 가족이 독립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관점이 연속론 (규범론)적 관점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기러기

가족은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이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가족의 변동에 관해 대별

되는 두 논의를 비교해 보고 기러기가족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관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먼저 형태론적 관점은 핵가족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고,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

로 가족 구조가 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의 특징은 가족의 출현을 사회 경

제적 조건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점이다. 르 플레이 (Le Play)에 따르면 핵가족을 발

생시킨 것은 산업화와 상업화라는 사회 변동이다 (Janssens, 2002; Elliot, 1993 ;

Nimkoff & Middleton, 1960; Parsons & Bales, 1955). 파슨스를 중심으로 한 구조기

능주의 또한 산업사회의 특징과 함께 핵가족의 등장을 설명한다. 산업사회의 여러 제

도들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과 사회화의 기능을 가진 핵가

족이 출현했다는 설명이다. 구조기능주의의 전제는 가족이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상

호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 사회는 평형을 이루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Parsons &

14) Janssens은 이를 변동론(change theory)과 연속론(continuity theory)으로 표현했지만, 본 연구는 한국

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를 형태론과 규범론이라고 표현한다. 서구에 비해 동양의 경우 가

족 구조가 변동하더라도 가족의 가치나 정신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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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s, 1955).15)

전술한 형태론이 경제적 조건에 따른 가족의 출현을 다루었다면, 종교적 관념주

의 입장(Goode, 1963; George, 1973)과 여권주의 입장(Hamilton, 1978; Ariges, 1962)

은 종교가 가족의 출현에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정덕․박허식, 2002: 38). 경제

적 변화가 핵가족 출현에 여전히 중요한 변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념과 가치가 함

께 작동함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구조기능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즉, 관념이 독립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적 상황과 함께 연동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족의 변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많은 비판을 가져왔다. 그 비판의 핵

심은 형태론이 가족을 정적이고 몰역사적인 제도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Janssens,

2002: 22-23). 따라서 규범론적 입장은 특정한 가족 형태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

고 주장하며16)(Laslett, 1972).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들17) (Sennett, 1970;

Anderson, 1971)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이 사회변동과 독립적으

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㥬證)한다. 한편, 규범론은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기제로 문화적 영향력을 중시한다. 인도의 ‘joint family’18)와 일본의 ‘ie (家)

15) 핵가족이 산업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가족 구조임을 강조한 것이 파슨스(Parsons)의 논의였다면, 자본

주의 사회에서 핵가족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와 여권론의 입장이 있

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핵가족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의 존속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부부

간의 역할 분화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산업예비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

의 고립적 상황은 개인주의적 가치관 형성과 소비조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유지와 밀접

하게 관련된다. 한편, 여권론자들은 현대 핵가족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희생에 바탕을 둔다고 강조한다. 핵가족이 자본주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이라면, 여권론자들은 그것이 여성억압과 남성이익을 보존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조정문․장상

희, 2001).

16) 16-19세기 동안 영국사회에 대한 그의 연구는 핵가족이 산업 발전 이전에도 보편적인 가족 제도였음

을 밝힌 것으로, 가족 형태와 구조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Janssens, 2002:

10-12).

17) Peter Laslett(1972)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16-19세기 동안 영국사회에 대한 그의 연구는 핵가족이 산

업 발전 이전에도 보편적인 가족 제도였음을 밝힌 것으로, 가족 형태와 구조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Parsons의 논의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먼저 Aries

의 논의는 파슨스의 기능론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으로, 근대 핵가족의 증가는 아동기의 확대와 교육

의 사회적 제도화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교육의 기능이 사회로 이양됨으로써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풍부한 사회화의 과정은 박탈되었고, 이는 핵가족이 사회화의 장소로서 기능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

였다. Richard Sennett은 19세기 후반부의 시카고 지역 중산층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핵가족 공동

체 내에서 도시가 겪는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상을 연구하였다. 따뜻하고 비경쟁적인 핵가족은 오히

려 외부의 경쟁사회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기능을 초래하였다. Michael Anderson의 연구는 산업화

과정의 확대가족을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핵가족을 산업화의 필연적 결과로 설명하였

던 구조 기능주의, 근대화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연구는 오히려 산업화가 확대가족의

증가를 야기했다는 논의로 혈족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산업화와 도시화 기간 중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Janssens, 2002: 9).

18) 인도의 ‘joint family'는 근대 도시-산업 사회 구조에도 여전히 건재하며, 일본의 전통적 가족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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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는 사회 발전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발전을 추동한 대

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규범론은 가족의 유지에 문화, 즉 가족이 공유하는 의미와 상

징을 중요시 한다 (Janssens, 1993: 17). 가족을 ‘매개적 집단’으로 간주하거나,19) 자율

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 모두 규범론의 하나이다. 매개적 집단으로서 가족은 그

내부의 가치, 습관, 흥미가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이

다. 요컨대, 규범론은 사회 변동보다 가치, 습관, 도덕에 따른 가족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Janssens, 2002: 23).

본 연구의 대상인 기러기 가족은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초국적 가족

(transnational family) 의 하나로, 형태론과 규범론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러기 가족에서 더 나아가 기러기 아빠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이는 그 규

범적 요소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러기 아빠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습속과 문

화로서 가족주의를 매일 경험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을 결정하

는 것은 경제적 조건이기 보다는 문화적 요소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초국적 가족의

등장을 살펴보고 그것의 문화적 (규범적) 요소에 주목해 본다.

먼저, 초국적 가족의 출현 배경에는 지역 간 불평등 발전이라는 지구 자본주의

가 내재돼 있다 (파레나스, 2009). 한편, 지구적 변환에 대한 일치된 입장은 자본과 문

화의 유통이 활발해진 반면, 여전히 국민국가를 단위로 불평등이 지속되고 종속이 유

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가 자본주의, 산업주의, 국민국가로 이어지며 다른 모습

으로 변화할 뿐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길성, 1996).

초국적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이

다.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초국적 가족은 서로 상이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며 포

스트모던의 공간에서 살아간다. 초국적 가족은 “삶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세상이 붕괴

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적 장벽을 극복” (Harvey, 1989:240)한 가족이다.

상당한 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돈과 정보의 신속한 흐름으로 공간적 장벽을 극복

할 수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가족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적

으로 소통할 수 있다 (파레나스, 2009:135).

초국적 가족의 세 번째 특징은 가족 내의 문화적 규범이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이에 제도 역시 전후 일본의 급격한 사회 변동 기간에도 그 형태를 유지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확대 가족은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유지되었다 (Janssens, 2002: 17).

19) Kertzer and Schiaffino에 의한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 노동의 재생산에 대한 결정이 가족의 맥락에 따

라 이루어짐을 주장한다 (Janssens, 20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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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초국적 가족은 세계화의 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형성된 가족이 아니다.

파레나스(Parrenas)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규범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초국적 가족

의 작동과 유지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가족은 구조, 문화, 행위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20). 따라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단 시․공간

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을 결합시키는 문화이다 (파레나스, 2009: 135). 린다 바슈

(Basch et al,. 1994)의 연구는 이러한 파레나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는 개발

도상국 출신 노동자들의 가족을 연구하였다. 하이티나 필리핀 이주자들은 본국의 가

족과 자녀 양육을 위해 확대 가족 네트워크 (extended familial network)를 활용하였

는데, 이는 문화가 초국적 가족의 유지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Basch et al,

1994: 170).

요컨대, 이와 같은 문화적 설명은 규범론적 관점을 뒷받침해 준다. 초국적 가족

의 형성에 세계화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지만 초국적 가족은 규범과 문화를 제외하고

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파레나스, 2009; Peterson, 1993). 이와 같이 문화는

가족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이며, 구체적으로 이것은 확대 가족 간 상호

의무, 상부상조, 집단주의와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Peterson, 1993).

제 2절 초국적 가족의 수직적 동학: 한국가족의 기억과 재현의 실천

이 절에서는 초국적 가족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문화적 기제에 주목한

다. 특별히 기러기 가족을 작동시키는 수직적 동학으로는 ‘가족주의’가 논의되어 왔다

(조은, 2004).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기존의 가족주의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 가족

주의의 큰 특징인 유교 가족주의의 ‘기억과 재현의 실천’을 살펴볼 것이다.

가족주의에 관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개인보다 가족이 중시되고, 친족중심

의 혈연관계가 모든 사회관계에서 우선시되는 가치라는 것이다 (김동춘, 2002; 백진아,

2009; 최재석, 1994; 최준식, 2000). 다시 말해, ‘가족주의’의 의미는 집이나 가족을 숙

명적 공동체로 여기는 태도이고, 모든 행위의 준거기준은 가족이 된다는 말이다. 동양

20) “가족은 구조, 문화, 행위자 사이에서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창조적인 문화

건설이 이민자의 이민이전의 문화적 틀이라는 맥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외적인 사회, 경제적인 힘이

작동하는 맥락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다.” (Forner, 199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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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족질서의 위반 시

엄격한 사회적 제재가 수반되었다.21) 이에 따라 부모는 도덕적 의무로서 노부모와 자

녀의 생존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식은 개별적

독립적 주체가 아닌 뗄 수 없는 운명체이다.

먼저 가족주의의 기원을 추적하는 논의는 그것이 유교철학 본질에서 발원한 것

이 아니라 조선 후기 문벌을 중시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김

동춘, 2002). 한편, 가족주의의 경제적 접근은 조선 후기 토지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규

모의 영세화라는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소농 경영 체제는 가족 단위의 노동력

결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부장권이 성립됐다는 분석이다 (문소정, 1992).

가족주의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도구 주의적 입장이다. 이것은 한국 근대사와

더불어 정착한 가족주의 개념에 주목한다. 식민지 근대화, 한국전쟁, 군사독재, 그리고

자본주의화 라는 사회변동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실용적 이유로 가족주의가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김동춘, 2002 ; 장경섭, 2001; 백진아, 2009). 한국은 근대를 향한 압축적 성

장을 하였고 그 이면에는 ‘가족주의’ 질서가 존재하였다. 압축적 근대 (compressed

modernity)를 맞이하면서 개인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고, 개

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자본으로서 가족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

다 (장경섭, 2009:16).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가족은 생존과 적응의 전략이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전통적 도덕규범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물질적 생존에 필수

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장경섭, 2009:103). 한편 도구적 가족주의는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 즉 세대 간 계층이동(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에서

도 나타났다. 자녀 교육, 취업, 사업, 혼인을 위한 가족의 투자는 도구적 가족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장경섭, 2009: 104; 한남제, 1989).

한편 이러한 가족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과 비판 또한 존재한다. 가족규범

이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정실자본주의

(crony capitalism)'에서 찾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장경섭, 2009:16). 또한 현대사회

의 시민적 가치 - 민주주의의 수호, 시민의식의 고양 - 와 조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주의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조혜정, 1986; 김태길, 1988; 최봉

영, 1990; 최준식, 2000). 가족주의의 유비적 확대 - 혈연, 지연, 학연 - 로 인해 발생

하는 부정적 효과 - 권위주의, 개인성과 주체성의 실종, 부정부패, 온정주의 관행 -

21) 최홍기 (1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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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동춘, 2002; 장경섭, 2009: 104-105). 한편, 생활적 측면에

서는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였다. 가족이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됨

으로써,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가족 관계에 소홀해 지

는 역설을 낳게 된 것이다 (장경섭, 2009: 105).

한편, 문화적, 제도적, 역사적으로 가족주의를 이론화하려는 노력 (장경섭, 2009)

과 경제 발전의 기초로서 사회자본에 주목한 논의 (Lew et al., 2011)들은 사회 발전

의 토대로서 가족주의에 접근한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주의’ 가 단순히 한국사회의

치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질서의 작동원리를 밝히는 중요

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특별히, 유교 가족주의의 ‘효’ (孝)는 기억과 재현

의 실천이라는 도덕적 규범으로 사회발전을 추동해 왔다 (Lew et al., 2011).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던 유교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다22). 먼저 문화로서의 유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내재한 가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교는 가족을 그 핵심 가치로 가지는데, 가족 중

심적 질서는 다시 ‘효(孝)’를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교가

족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인 ‘효’23)에 주목 한다.

먼저 고전적인 의미의 효는 부모를 보살피고 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성규탁, 2005:12). 실생활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헌신

함으로써 효를 실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은 가문을 계승하는 봉제사의 책임을,

딸은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녔다. 요컨대,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리고 보다 영속적으로는 가문을 계승하는 자로서 효행의 책임을 지니고 있

었던 것이다 (이정덕․박허식, 2002: 126). 하지만, 이러한 효행의 의무는 개인에게 부

담을 가중시키기는 한계를 지니기도 하였다. 자녀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문을 계승해

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인격은 가문에 매몰되기도

하였다.

22) 자기 종교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종교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종교 신념의 수용 여부, 의례행

위의 실천 정도, 종교행사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91.7퍼센트가 유교인으로 확인되었다(한국

종교연구회, 1999).

23) 유교문화를 구성하는 개념에는 인, 충, 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효(孝)’는 유교문화를 구성

하는 핵심원리로 간주될 수 있다. 공자(孔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을 효의 기본이라고 보았는데, 이에 대한 실천으로서 제사의 수행을 설파하였다. 이 사상은 맹자(孟

子)에 이르러 강화되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다. 퇴계는 “효는 백행의 근원이고

모든 인간생활의 지도원리”라고 중요성을 부여하였고, 율곡 또한 “효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 가운데 으

뜸이 되며(百行之道), 가정을 바로잡는 길(正家之道)”이라고 하였다(채무송,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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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관계 동학을 바탕으로 ‘효’를 살펴보면 유교 가족주의 내에서 부모와 자

녀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효는 수직관계를 시간적 영속성으로 연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첫 번째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죽은 가족과 산 가족의 합일

적 개념을 의미한다(이정덕․박허식, 2002: 34). 때문에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선대

를 ‘기억’하는 효의 실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Lew et al., 2011). 효는 단지 한 가정

의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문(家門)을 계승할, 즉 가문의

자녀’로 파악24)된 것이다. 자식은 자신의 부모만을 재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대 모두

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존재이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효인데 이것은 살아계신 부

모와의 합일적 개념이다. 좋은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마음을 편히 해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다. 종합해 보면, 유교가족주의에서 최고의 가치

는 가문의 계승(繼承)과 번창이며, 자녀의 역할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과 조

상을 받드는 예비자가 되는 것 두 가지이다 (이정덕․박허식, 2002: 127).

하지만 산 부모에 관한 것이든, 망자된 조상에 관한 것이든 자녀가 윗 세대에게

공경의 행위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모두 ‘상향적 효’에 속한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자애(慈愛)는 ‘하향적 효’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정덕․박허식, 2002: 34). 이와 같

이 부모의 자애가 효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효가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개념

이기 때문이다 (서경요, 2010: 62).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입신(立身) 행동(行道)하여

부모를 후세에 드러내는 것은 효의 다른 표현이다 (서경요, 2010:62).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는 가문을 연속적으로 이끌어 갈 주체를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효행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 근대화 이후 본격화된 자녀에의 교육

투자는 ‘하향적 효’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부모는 집안을 이끌어갈 주체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 개념 자체가 부모의 책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명히 설명

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기러기 아빠는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가문의 자

녀’로 파악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지니게 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아

빠가 자기 부모와의 기억을 통해 이러한 책임의식을 학습한다고 본다. 즉, 자신의 부

24) “오늘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수천의 조상이 계셨으며 또한 나에게서 앞으로 수십 수백

수천의 자손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존재하게끔 해 주신 조상에 대한 감사의 염(念)을

지닐 수밖에 없고 추모의 정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조상숭배 사상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

를 기점으로 해서 장래 이어져 갈 아들 손자 증손 등 자손에 대해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서경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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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기억하며 그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무를 가지고 교육 투자를 수행하게 된

다. 기러기들이 선대와 후대를 매개하는 고리로서 중간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때, 그들

의 행위는 효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제 3절 초국적 가족의 수평적 동학: 세계화와 친밀성

초국적 가족으로서 기러기 가족을 유발한 구조적 조건은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특징과 함께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세계

화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세계화가 개인의 정체성과 관계에 가져오는 변화를 고찰

해 볼 것이다.

세계화는 1980년대 중반 시장이 국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 개념의 일

부로 출발하였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각 나라의 경제적 차이와

고유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 문화, 환경, 교육 등 거의 모

든 부문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및 통신 수단,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였다 (기든스, 2000: 26-27).

세계화에 대한 학계의 견해 또한 다양하다. 세계화를 부정하는 회의론자들에 따

르면, 세계화는 복지제도의 해체와 국가 지출의 삭감을 원하는 자유 시장론자들의 이

데올로기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부르디외는 세계화가 강대국의 주도에 의해 진행됨을

비판하고 각 나라의 고유성을 소멸시키는 세계화의 불평등한 속성에 주목한다. 회의

론자들은 현재의 세계화가 경쟁과 적자생존을 근본 원리로 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

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강대국에게 부와 풍요를 약속

하지만 약소국들에게는 빈곤, 복지감소, 실업을 양산해 낸다.

하비 (Harvey, 1989, 1990) 또한 세계화를 비판하는데 그는 세계화가 ‘지리적 불

균등 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세계화로 인한 인류의 경험

변화, 즉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주목한다. 세계화가 자본 축적을 세계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공간조정’ (spatial fix)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이 ‘시간과 공간의 압축성’ (time-space compression)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간

과 공간의 압축 (Harvey, 1989; 바우만, 1998; 박길성, 1996)은 지구화 시대에 사람들

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러기 가족 또한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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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극대화 하는 가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급진론자들은 세계화가 보편화 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거스를 수 없는 흐

름임을 강조한다. 국경을 초월하여 통합되는 세계 시장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기든스

(Giddens)는 회의론자이든 급진론자이든 세계화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했다고 비

판한다. 변화는 거시 경제 영역만이 아닌 정치, 기술, 교육, 문화의 사회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든스는 세계화가 우리 생활의 친숙하고 개인적인 측면, 즉

가족, 남녀 관계, 성과 애정,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미치는 폭넓은 영향력을 설명해

낸다.

이러한 기든스의 논의에 따르면, 친밀성은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한 특징으로,

세계화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든스,

1998:27). 친밀성에 대한 그의 통찰은 그것이 과거의 유대를 대체하고 정서의 민주주

의를 이끈다는 데 있다 (기든스, 2000: 110).

친밀성 개념의 등장은 가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하

나의 경제 단위로 농업생산이나 재산의 이전과 같은 목적을 지녔다. 이에 따라 전통

가족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 불평등이 내재하였는데, 경제적 목적을

위해 불평등한 관계는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가 도래 하고 경제적 실

체로서 가족이 붕괴함에 따라 로맨틱한 애정에 근거한 결혼과 가족관이 등장하였다

(기든스, 2000: 124).

한편, 세계화 시대 시공간적 압축성은 가족 간 관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

다. 세계화가 장기간의 출장과 유학, 그리고 초국적 가족을 탄생시킴에 따라 가족 간

의 거리는 확대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대

면접촉을 할 수 있었지만, 세계화 시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규정된 노동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아버지들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지만

자녀들과 멀어짐으로써 유대나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루이지 조야,

2009: 372)

따라서 세계화 시대 가족 간의 관계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가족

은 아버지의 부재와 유대의 감소를 경험한다. 가족의 관계 내에서도 루이지 조야

(2009)는 현대사회의 진입과 함께 나타난 부성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국, 유럽, 제 3세계, 대도시부터 작



- 20 -

은 소도시 및 시골 공동체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상류계층에서부터 전 사회계층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루이지 조야, 2009: 387). 이에 따라 과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였던 유대나 믿음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기존의 유대를 대체하여 세계화 시대에는 정서적 교감, 또는 친밀성이 중

요시 된다. 기든스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 결혼과 가족의 구성은 정서적 교감 또는 친

밀성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의 결혼은 친밀성에 기초 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은 감

성적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간에는 정서적 교감과 친

밀성이 중시되고, 이것이 사람들 간의 생활을 결합시켜 왔던 유대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기든스, 2000: 124). 기든스는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이러한 관계를 ‘순수한

관계’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순수한 관계란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이

며, 능동적인 신뢰가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관계의 당사자들은 서로 평등한 권리와 의

무를 지니기 때문에 상대의 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중요해 진다.

즉, 민주적 원칙, 상호 평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적 민주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정서의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공적인 민주

주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기든스, 2000: 126-127).

제 4절 분석의 틀

예비조사의 수준에서 인터뷰와 커뮤니티 검토를 수행하던 중 연구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러기 아빠와 엄마가 분거 생활을 전후로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초국적 가족 내에서도 개인의 삶은 서로 다르게 전개

될 수 있다. 또한 기러기 아빠들은 정체성과 삶 경험에 있어서도 전통적 아버지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들의 삶이 지니는 사회학적 함의는

연구가 필요한 의미 있는 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

은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기러기 가족을 규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먼저 기러기 가

족은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초국적 가족의 유지

에는 문화적 기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들은 한국 사회의 문화 명령에 따

라 행동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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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준거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유교가족주의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화적 배경으로 보고, 기러기

아빠들의 교육 투자가 작동하는 원리를 ‘기억과 재현의 실천’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문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러기 아빠들의 경험은 삶의 조건 - 계급,

지위, 지역, 집안 배경 등 - 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화의 구조변동은 초

국적 가족이 출현하는 외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조은, 2004; 천세영 박소화, 2008; 최

양숙, 2005). 하지만 초국적 가족은 현실적 생활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다. 기러기 아빠 가운데도 소득, 여가시간, 외국 체류 기회에 따라 분화가 일어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펭귄 아빠’25), ‘ 독수리 아빠’, 그리고 ‘기러기 아빠’는 이러한 상

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상이한 조건의 아빠들이 갖는 정체성을 집합적으

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업을 하는 중산층 아빠들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화적 방법을 수행하였다. 문화

는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 현재적 영향력이 발견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기러기 아빠들의 언어에 주목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그들이 쏟아놓은 언어

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 기러기 아빠들이 기술하고 남긴 이야기들(stories)은 그들의 정체성과 삶 경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경을 고스란히 담은 역사이다.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한

명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면서도, 특정한 ‘기러기 가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넷째, 궁극적으로 기러기 아빠의 경험은 개인의 이야기로서만이 아닌 사회 구조

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역사 문화적 배경에 배태되어 살아가며 끊임

없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행위자들은 새로운

적응적 행위 전략을 고안해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문화의 어떤 부분을 수

용하고 어떤 부분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변화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요컨대,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과 위기, 그리고 극복의 전 과

정은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이 문화의 구속을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

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25) 자녀의 조기유학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가 '기러기 아빠'라면, 형편이 좋아서 언제든 외국으로 가족을

보러 갈 수 있는 경우를 '독수리 아빠', 여유가 없어 외로워도 국내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펭

귄 아빠'라고 한다 (2007년 1월 9일, 주간경향, 홍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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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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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1]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보여준다. 부모, 자녀, 조부모로 구성된 전통가

족,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가 타국에 거주하는

초국적 가족의 모습이다. 현대 가족과 초국적 가족의 점선 부분은 물리적으로 존재하

지 않아도 정신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표현한 것이다. 초국적 가족의 관계도에서 M은

기러기 아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M은 a 와 c를 매개하는 주체이다. 구체적으로 a는

M이 가진 의무, 즉 선대를 기억할 의무를 말한다. 한편, c는 기러기 아빠가 자녀세대

를 지원하고 투자해야 할 의무, 즉 미래 세대를 생산하여 과거를 재현할 의무를 의미

한다. 결과적으로 기러기 아빠인 M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지원을 다시 자녀세대

에게 흘려보내는 수직적 매개자가 된다. 이와 같은 수직적 매개자로서의 정체성은 한

국의 가족주의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러기 아빠들은 문화적 명령에 따라

가족 내 책임과 역할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정체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는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아내 및 자녀와 분거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활공간의 변화는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것이 바로 [그림1]의 b이다. 가족 간의 유대와 신뢰는 개인에게 안정된 정체감을 준

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삶 속에서 기러기 아빠는 아내 및 자녀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즉, 친밀함이 부재한 상태, 유대가 파괴된 상태에 놓이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친밀성의 개념은 기러기 엄마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모두 적

용될 수 있다. 기러기 아빠에게는 아내야말로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친밀함의 대상이

지만, 자녀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친밀성의 개념에 넓게 포함될 수 있

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은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인 두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산층 기러기 아빠의 삶을 관찰함으로써 분거 생활 전후

의 삶 경험 - 정체성, 위기, 그리고 극복 - 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것은 소

수의 기러기 아빠들을 이해하려는 작업이지만, 동시에 현대 아버지들이 겪는 변화를

추측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러기 아빠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구성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가. 다음 절에서 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분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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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기러기 아빠’의 발생 배경

제 1절 가계의 교육비 부담

기러기 가족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교육열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하

나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 가계의 교

육비 지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판단하는 지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교육비의 지출이다. 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2008년 가계가 지출

한 교육비는 40조원이며, 사교육비는 19조원에 육박해 전체 교육비의 절반을 차지하

였다26). 2000년의 교육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비 증가를 주도한 것이 사교육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27) 한편, 교육비 지출은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절반에 가

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교육비
교육비 비중

(총지출 대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교육비 대비)

2000 175,453 5.4 61,620 35.1

2001 204,073 5.7 80,117 39.3

2002 228,926 5.8 93,258 40.7

2003 260,686 6.4 116,918 44.9

2004 283,439 6.8 128,559 45.4

2005 306,374 6.9 137,517 44.9

2006 335,729 7.1 156,571 46.6

2007 368,639 7.3 173,935 47.2

2008 398,771 7.5 187,230 47.0

26) 한국은행 2008년 국민소득 통계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단위: 억원, %)

* 출처: 2009년 3월 29일, 연합뉴스

추계 가구 수 가구당 교육비 가구당 사교육비

2000 14,507,010 120.9 42.5

2001 14,843,989 137.5 54.0

2002 15,170,029 150.0 61.5

2003 15,465,163 168.6 75.6

2004 15,720,436 180.3 81.8

2005 15,971,010 191.8 86.1

2006 16,158,334 207.8 96.9

2007 16,417,423 224.5 105.9

2008 16,673,162 239.2 112.3

27) 한국은행 2008년 국민소득 통계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가구당 교육비=연간교육비지출/해당연도 가구수

* 가구당 사교육비=연간 사교육비 지출/해당연도 가구수

 * 출처: 2009년 3월 29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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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 비교를 통해 보고되는 사실은 한국 사교육열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

한지를 더 잘 보여준다. 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8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7’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교육비 지출은 GDP대비 2.9%로 칠레

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미국 유학생 수는 5만 8천명으로 세계 3

위로 집계되었다.29) 이러한 결과는 가구 개별 단위로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투

입되는 교육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가구 당 교육비 지출 수준의 차이는 교육 ‘불평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가정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지출이 저소득 가정보다 7.5배, 많

게는 12배까지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할수

록 이러한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심각각해 진다30). 이러한 불평등은 최근의 조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10년 서울 사교육비 실태 보고서’에 따

르면, 서울 지역 내에서도 사교육 참여율과 그 비율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31).

또한 ‘잉글리시 디바이드’ (English Divide)라는 신조어는 부모의 빈부격차가 자

녀의 영어 실력 격차를 낳고 이것이 사회적 지위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한국 사회의 ‘영어 열풍’ 현상은 사교육비 지출 비중 중 영어 과목이 차지하

는 비중(33%)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32) 기러기 가족의 발생에서도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은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최양숙, 2005). 요약 하면, 이러한 조

사 보고들은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투자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놓인 특수한 교육 현실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는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기러기 가족을 양산하는 주요한 동력이었다.

28) 2009년 3월 29일, 연합뉴스

2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전문조사기관의 통

계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208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2007’ 보고서에 따른 결과이다 (

2007년 10월 29일, 노컷뉴스)

30)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009년 4월 15일 발표한 ‘가계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 행태’보고서를 보

면, 중3 자녀를 둔 가정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7.5배의 차이가 났고 고2 자녀를 둔 가정의 경

우에는 12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고소득 가정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가정을 뜻

하며, 저소득 가정은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가정을 뜻한다 (2009년 4월 15일, 한겨례신문, 최우성).

31) ‘2010년 서울 사교육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구별로 사교육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를 비롯 강남, 서초, 송파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0~90%에 육박하였고, 강남구의 월평균 사교육

비는 50만원에 달하였다. 한편 종로, 강북, 마포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59%, 사교육비는 15만원으로 강

남지역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0년 10월 4일, 중앙일보, 박유미).

32) 2010년 8월 6일, 동아일보, 윤석만․남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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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특성별

2010

학생있는 

가구

매우 

부담스럽

다

약간 

부담스럽

다

 보통

별로 

부담스럽

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

지 않다

전국

　

30∼39세 34.1  29.8  42.7  21.0  5.8  0.7  

40∼49세 79.5 37.5 42.3 15.9 3.8 0.5 

50∼59세 44.2 42.1 37.7 15.1 4.3 0.9 

60세 이상 3.5 44.8 30.6 14.5 7.5 2.6 

한편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육비 부담은 통계청에 의해 수행된 사회조사에서 나

타난다. 2010년 통계청에 의해 수행된 ‘2010 사회조사’33)는 30세 이상의 학부모를 바

탕으로 자녀 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지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인

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 대부분이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30

대의 경우 학생이 있는 가구 중 72.5 %가, 40대의 경우 79.8 %, 50대의 경우 79.8 %

가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해 대부분의 가구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교육비에 대한 인식 (30세 이상 가구주)

* 출처: ‘2010 사회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참고: ‘교육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댁의 자녀교육비는 소득에 비하여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1. 매우 부담스럽다

2. 약간 부담스럽다

3. 보통이다

4.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5. 전혀 부답스럽지 않다

내용별로는 30～40대의 경우 ‘보충교육비’에, 대학생 자녀를 둔 50～60대는 ‘학교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높게 나타냈다.

33) 2010년 사회조사는 30세이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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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시

도)별
특성별

2010 

학교납입금 보충교육비 교재비
하숙·자취·

기숙사비
기타

전국

　

30∼39세 5.0  93.9  0.5  0.3  0.3  

40∼49세 22.1 75.2 0.7 1.7 0.3 

50∼59세 56.8 37.1 1.1 4.5 0.5 

60세 이상 64.8 24.5 0.8 6.1 3.8 

[표3] 교육비 부담요인 (30세 이상 가구주)

* 출처: ‘2010 사회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참고: ‘교육비 부담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우십니까?

1. 학교 납입금(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2. 보충교육비(학원비, 학교 보충 교육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등)

3. 교재비(책값, 학용품값 등)

4. 하숙 자취 기숙사비

5. 기타

초․중․고생 자녀를 둔 30,40대 학부모의 경우 ‘보충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교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학원, 과외 등 학습이 많

은 나이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학부모의 경우 ‘학교 납임금’의

지출 비용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0년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대학생 본인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는 14.3%이며, 대학생의 70.5%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

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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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대학생 등록금 마련방법 (15세 이상 대학생)

* 출처: ‘2010 사회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참고: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2010년 1학기 대학(교) 총 등록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 모두에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현재 휴학생은 최근 재학했던 학기를 기준으로 응답 합니다.

1. 부모님(가족)의 도움

2. 대출(학자금 대출, 일반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3. 스스로 벌어서 마련

4. 장학금

5. 기타

자녀의 교육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 등록금은 그 지출의 출처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크다. 먼저 한국 사회 내 교육적 지지의 근거는 가족이라는 점이 분명

하게 드러난다. 즉,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완수

하는 주체는 가족이다. 위 그림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가족 내의 부

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깊게 간여한다. 이는 서구 사회와 크게 차이를 보이는

생활 양식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기러기 가족의 등장과 기러기 아

빠의 경제적 부담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데이터

비교 및 문화적 분석은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한편, 2010년 사회조사에서 이루어진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는 자녀의 유학을

원하는 경우가 원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고,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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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별

특성

별

2010 

한국의 

학교교육제

도가 싫어서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외국어 

습득에 

용이하므로

외국의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 때문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타

전국

　

남자 18.2  48.0  9.7  5.0  17.6  1.5  0.1  

여자 17.8 43.8 9.8 5.9 21.5 1.1 0.1 

행정구역(시도)별 특성별
2010 

계 자녀유학 원함 자녀유학 원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국　

　

30∼39세 100.0  60.9  24.3  14.8  

40∼49세 100.0 60.4 26.0 13.6 

50∼59세 100.0 53.9 29.4 16.7 

60세 이상 100.0 46.8 35.4 17.9 

[표4]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30세 이상 인구)

* 출처: ‘2010 사회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참고: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귀하의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어학연수만을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보내기 원하는 비중은 58.9 %로

2008년 48.3 %에 비하여 10.6 % 나 증가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때 자녀 유학을 원하

는 비중이 2008년 12.3 %에서 2010년 7.8 %로 감소하여 조기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

지만34), 조기유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담론 때문인지 그 열기가 줄어든 것을 보여

준다.

한편, 30세 이상 자녀를 가진 학부모 중 자녀가 유학을 가길 원하는 이유로 ‘외

국어 학습’보다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원한다’는 항목이 높았다.

[표5] 자녀유학을 원하는 이유 (30세 이상 가구주)

* 출처: ‘2010 사회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참고: ‘자녀유학을 원하는 이유’를 측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34) 2010 사회조사 (통계청, 2010)에 따르면, 1990년 학부모의 13.7%는 자녀를 고등학교 수준가지만 교육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2010년은 대부분(98.9%)이 자녀를 대학까지 진학시키고 싶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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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순위까지 응답 가능)

1. 한국의 학교교육제도(경쟁위주 교육, 대입제도 등)가 싫어서

2.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3. 외국어 습득에 용이하므로

4. 외국의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 때문에

5.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6.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7. 기타

이러한 조사 결과는 특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조기유학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일반적인 유학의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문항에서 눈여겨볼 점은 여성보

다 남성이 국제적 안목의 배양과 인재 양성이라는 요소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여성들이 자녀의 능력과 재능의 발굴에 높은 점수를 준 것과 달리, 남성들은 국제

적 환경 적응과 한국 교육의 문제 등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유학의 이유를 찾고 있었

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기러기 가족 연구 결과에 함의하는 바가 있는데, 기러기 가

족 선택에 있어 아빠들의 주도적 의견 개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즉, 사회에서 외

부 환경에 대한 변화의 압력을 크게 수용하는 아버지들이 유학의 의사결정에 기여한

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그래프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급 별 방

과 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 참여비용’이 항목으로 채택 가능하였다. 2007년에

서 2010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어학연수 지출비용의 경우 ‘초등학생’자녀를

둔 학부모들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학연수 비용을 기러기 가

족의 지출비용이나 조기유학 비용과 동일시할 수 없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타국에 가

는 정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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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2007 2008 2009 2010 

   

방과 후 학교

　

　

초등학교 1.2  1.0  1.2  1.3  

중학교 0.4 0.4 0.6 0.7 

고등학교 2.1 1.8 2.2 2.3 

일반고 2.5 2.2 2.6 2.8 

   

EBS 교재비　

　

초등학교 0.0 0.0 0.1 0.1 

중학교 0.1 0.1 0.2 0.2 

고등학교 0.4 0.4 0.4 0.6 

일반고 0.5 0.5 0.5 0.7 

     

어학연수비

　

　

　

국내

초등학교 0.1 0.1 0.1 0.1 

중학교 0.1 0.0 0.0 0.0 

고등학교 0.0 0.0 0.0 0.0 

일반고 0.0 0.0 0.0 0.0 

해외

초등학교 0.5 0.7 0.5 0.7 

중학교 0.5 0.4 0.3 0.6 

고등학교 0.2 0.2 0.1 0.1 

일반고 0.2 0.2 0.1 0.2 

[표6] 학교급 별 방과 후 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 월평균 참여 비용

* 출처: ‘2010 사회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참고: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 자녀'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받은 방과후학교의 교육비를 해당 유형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초등학부모>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2) 특기 적성 관련 프로그램

3) 교과 관련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부모>

1) 특기 적성 관련 프로그램

2) 교과 관련 프로그램

'이 자녀'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구입한 EBS 교육방송 교재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자녀'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지출한 국내 및 해외 어학 연수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국내어학연수 2) 해외어학연수

따라서 어학연수 참여 비용을 참고하면, 유학이 ‘초․중등’ 단계에서 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식조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2010년 사

회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자녀 유학’을 대부분 희망하며 이것은 2008년에 비해 10.6 %

증가한 수치이지만, ‘초등학생’ 때 자녀유학을 원하는 비중은 4.5 %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 때 자녀유학에 대한 열기는 감소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 학령기

연령 중 초등학생 시절 적지 않은 교육비가 타국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기유학에 대한 한 조사는 조기유학에 관한 학부모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 (2005)35)에 따르면, 조기 유학한 자녀와 함께 거주했던 학부

35) 한국교육개발원 (2005)의 연구는 조기 유학한 자녀와 함께 외국에 거주했던 서울 강남ㆍ분당ㆍ일산의

학부모 31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기 유학한 자녀와 함께 거주했던 학부모가운데 83.5%가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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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운데 83.5 %가 ‘주위에 조기유학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권유하겠다’라

고 대답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기유학

전 후 자녀의 학업 성적 비교에 관한 질문에서, 50.4 %가 상위권이었지만 귀국 후

31.5%만 성적을 유지한다고 대답하였고 유학 전 4.3 %였던 하위권 학생이 14.7 %로

늘어 전반적으로 귀국 후 성적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51.2

%가 자신의 자녀가 조기유학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유학의 대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누릴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시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37.8 %만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60 % 이상이

조기유학을 다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는 외국생활에 따르는 어려움을 인

정하면서도 조기유학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존재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KEDI,

2005).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러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을 통해 몇 가지 사실

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비는 부모님의 가계 지출비에

포함된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자녀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최근 초등시절 조기유학에 대한 선호 의식은 감소하였지만 실제로 학령기 내 지출되

는 유학비용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넷째, 조기유학을 경험한 학부모

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조기유학이 가져오는 혜택을 기

대하고 있어 다수의 학부모가 유학을 다시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체적으로 유학이 가지는 빛과 그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별히, 조기유학 후 자녀의 성적이 하락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학업적 적응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외국어 습득과

문화 학습 등 자녀 개인에게는 유학의 이점이 존재하지만, 가계 지출 비용이 높고 가

족 구성원이 함께 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가족 생활의 단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

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학, 특별히 조기유학이 가지는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교육 행위는 가족 집단에 배태되

어 있다. 따라서 기러기 가족은 가족 전체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 작동하

는 한국 사회의 배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에 조기유학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권유하겠다’라고 대답했으며, 반면 ‘친지나 친구에게 자

녀의 조기유학을 적극 권유 하겠다’고 대답한 학부모는 15.4%, ‘아예 말리겠다’는 대답이 1.1%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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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조기 유학 담론과 제도의 변화

기러기 가족은 초 중 고등학생들의 조기유학과 함께 발생한 사회 현상이다. 외

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어린 자녀의 생활이 염려되어 부모 한 쪽이 동반하면서 기러

기 가족생활은 시작된다. 그렇다면 기러기 가족을 유발시킨 조기유학은 언제 처음 나

타났고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떠하였는가. 이 절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가

능케 한 세계화가 어떻게 제도의 변화를 촉발시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유학, 특히 조기유학에 관한 담론은 1991년 언론을 통해 처음 등장하였다. 이때

보도된 내용들은 주로 나라를 망신시키는 이미지로 조기유학을 표현한다 (1991년 6월

20일, 경향신문, 김동섭). 당시 매체를 통해 형성된 인식은 학생들의 능력과 준비정도

에 비해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일경제의 한 기사36)는 예체능 특

별우수자 유학, 고교 졸업자 유학, 그리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유학 까지 합산한 유학

생 수를 집계하고 있어 당시 유학 길에 올랐던 전체 학생 수를 짐작케 한다 (1995년

10월 1일, 매일경제, 최기영). 한편, 이러한 1990년대 초반의 유학은 ‘탈선유학’이라고

매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일부 부유층 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을 문제

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학력을 목적으로 도피성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김없는

질타의 대상이 된다 (1991년 4월 17일, 동아일보).

한편 고등학교 졸업 전 조기 유학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

에 성해하였던 이유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37) 때문이었다 (1997년 11월 15일, 경향신

문, 김석종; 1991년 4월 17일, 동아일보). 여행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방학을 이용해

2～3개월씩 단기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면서 사회

적인 문제로 불거졌던 것이다. 한편 이들은 ‘영어 하나만이라도 능숙하게 잘 하고 싶

36) “현행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예 체능계 우수학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졸 이상 학력자

에게만 유학 인정하고 있다. 고교 졸업 직후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정식으로 유학을 간

사람은 92년 461명, 93년 397명, 94년 687명, 95년 327명이며 재학 중 편법으로 유학을 간 고교생은 94

년 447명, 97년 375명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시 실패 등의 이유로 고교졸업직 후 유학을 간경우도 94

년 1849명, 1997년 1132명에 달한다. 고졸자의 해외유학은 7월 자비유학 외국어 시험이 폐지되고 병역

연기 위한 유학추천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됨으로써 더욱 늘어났다. 중학생 또는 중졸자의

해외유학도 크게 늘어 94년 502명, 1997년 52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생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

도 94년 25명, 1997년 34명으로 조기유학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집계는 정식 유학추천 건수와 일선학

교에서 자퇴 또는 증명서 발급 사례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실제 유학생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

측되었다.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한 출국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고 말했다”. (1995년 10월 1일, 매일경제, 최기영)

37) 자율화 조치는 해외여행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여행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여권의 여러 사항

을 간편화한 것이다 (1988년 12월 20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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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인이 되고 싶어서’,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를 가지고 유학길에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7년 11월 15일,

경향신문, 김석종). 이러한 보고들은 조기유학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세계화라는 외부 유인과 국내공교육 불신이라는 배출 요인이 결합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기에 등장한 조기유학 담론은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조

기유학생들을 ‘한국 사회에서 탈출했으나 부적응하고 실패한 자’로 간주하였다. 학업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생 개인의 부적응, 잘못된 이성교제, 마약 등 교포사회의 혼란,

외화 낭비가 조기 유학의 부정적 효과로 거론되었다 (1991년 4월 17일, 동아일보). 97

년에서 99년 대중 매체는 조기유학이 국민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입장에서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이 무분별한 해외 유학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난다. 무분별한 외화 낭비,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국내 교육 황폐화 등이

그것이다 (1999년 12월 3일, 동아일보).

한편, 이러한 인식의 형성은 조기유학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여기

에는 송금 차단 및 여권 연장 금지, 방학기간 학교별 해외 관광 및 어학 연수 승인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1997년 2월 1일, 경향신문, 박흥신; 1997년 11월 15일, 경향신

문, 김석종). 이러한 국가 제도적 조치 이외에 해외에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에 대

한 세원 관리 강화, 유학생 학부모의 소득형성 추적 관리 등의 조치도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997년 11월 15일, 경향신문, 김석종). 조기유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국가의 제도 확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일부 기사 중에는 조기유학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매도 할 것이 아니라 그

긍정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동아일보의 한 기사는 실패 사례만으

로 그 효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엘리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역시 유학생들의 초기 적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6년 12월 26일, 동아일보, 윤태오). 이러한 기사는 조기유학에

대해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부정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2000년 조기유학이 자유화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조기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여행이 자율화됨에 따라 편법으

로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1999년 말 조기유학에 대한 여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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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교육부는 조기 유학 규제를 완화시켰다 (1999년

12월 3일, 동아일보). 이와 같이 조기유학에 대한 법 개정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세계

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1999년 10월 7일 국제화 ․개방화 시대

를 맞아 유학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부터 조기유학을 허용하기

로 한 것이다 (1999년 10월 8일, 매일경제). 조기유학에 대해 부정적 담론이 지배적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막을 길은 없었

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유명무실한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

하였던 것이다.

신문 보도 자료를 통해 살펴본 조기유학 관련 담론은 ‘조기유학’의 발생과 확대

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세계화된 국제적 환경은 조기유학이 발생하

는 구조적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시발점이 된 것은 1989년의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였다. 해외여행의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방학동안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

이 늘어났고 이후 유학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논의하

고 있듯 세계화된 환경은 기러기 가족 출현의 외적 조건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여행 자율화’는 세계화의 결과였고, 이러한 조건이 이동성의 자유를 바탕으로 조기유

학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0년 마침내 조기유학은 전면 자율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은 이미 선행연구들 (천세영 박소화, 2008: 330; 조명덕,

2002: 135)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둘째, 조기유학이 법적으로 전면 자율화되기 전에

는 조기유학이 일부 부유 계층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한국 교육에

대한 불만과 학력 취득에의 욕구가 조기유학을 부추겼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이민자들이 흡인요인보다는 배출요인 - 한국 공교육 현실 - 때문에 이주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계층은 이동의 기회를 활용하

여 조기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세계화의 구조변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했다는 것 (Harvey, 1989; 바우만, 1998)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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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족의 분거 생활

3.3.1 기러기 엄마의 현지 생활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기러기 가족의 삶은 아버지의 편에서 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기술될 수 있다. 또한 분거 시점, 삶의 적응 또는 경험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아버지들의 현재

모습을 고찰하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아버지들의 삶을 살펴보기 전

에, 여기에서는 탐색적 조사를 통해 나타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실어보고자 한다. 아

버지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삶을 꾸려가는 동안,

어머니들은 현지에서 그 나름의 적응적 삶을 살아간다.

기러기 엄마 고정애씨는 호주로 두 자녀를 먼저 유학 보내고, 아들을 챙기러 뒤

따라 떠나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였다. 조기 유학의 의사결정도 광고회사에 다니는 남

편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 졌다. 고정애씨는 둘째 아들

을 위해 호주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였다. 기러기 엄마의 주된 일은 골프를 하는 둘

째 아들의 교육필요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데려와 연습장을 데리고 가는 것

이 기러기 엄마의 중요한 하루 일과였다. 한국에서의 삶을 오랜 기간 포기하며 ‘헌신

된 어머니’만으로 살아야 했던 그에게 아쉬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정애씨는 다음

과 같이 답변하였다.

“뭐라고 해야 되나. 헌신이라기 보다.. 그거에 대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그전에 일찍 안 갔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럴 상황에 따라서... 되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정애, 기러
기엄마, 50세) 

골프선수인 자녀를 호주로 유학 보냈지만, 고정애씨는 석연치 않은 마음에 자녀

를 뒤따라가 아들의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녀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고정애씨

는 6년 간 돌봄 노동에 열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헌신이 아닌 ‘당연한

의무’였다고 말하였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정애씨는 생활이 없어지는 것보다

자녀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고

정애씨의 진술로부터 어머니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고정애씨는 직접적으로 언

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없는 환경에서 자녀가 ‘골프선수’로 잘 자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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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야기하려는 듯 했다. 정서적 돌봄 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의 매니저로서 어머니

의 노동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골프 치는 엄마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울 이웃집이랑 헬스 끊어서 좀 다녔었고..” (고정애, 기러기엄마, 
50세)

한편, 호주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느냐는 물음에 고정애씨는 위와 같은 대

답을 남겼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 외에 어머니들은 골프를 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나

름대로 새로운 인적관계를 구성하며 적응적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현지 적응의 사례

는 또 다른 기러기 엄마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

“애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고. 뭐 미국에서는 activity를 하려고 해도 ride를 해줘야 하니까 그런 기본적
인 거는 했고...... 저는 거기서 volunteer를 했어요. 복지관, 다문화 가정 복지관이 있었던 거에요. 거기서 
상담을 공부 하면서 봉사를 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연결망이나 이런 게 충분했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뭐.. 바쁘게 살았죠. 그렇게 일하고 하는...그런 경력이 있어야. 600시간 정도, 마스터로 입학이 
되거든요. 그런 일하면서 많은 심리적으로나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이진숙, 기러기엄마, 52세) 

교수인 남편의 연구년에 미국 워싱턴 씨애틀로 떠난 이진숙씨 가족은 두 자녀와

엄마가 4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기러기 가족이 된 경우이다. 아이들 뒷바라지와 함

께 심리학을 공부하며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현지 석사과정을 취득하였던 탓

에 정신없이 바빴다고 한다. 다문화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동창모임 등으로 인적 네

트워크가 이루어졌고 이는 심리적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기러기 엄마의

현지 삶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조은(2004)의 연구와 김선미(2004)의 연

구는 기러기 엄마의 적응적 삶을 보여준다. 이진숙씨의 경우는 남편의 적극적 동의와

지원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례인데, 공부하는 기러기 엄마의 삶은 한 기러기 아

빠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어머니가 미술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어머니를 따라 보낸 거에요. 근데 엄마가 가면 제가 여기서 아이
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따라 보냈던 거고... 물론 자녀에 대한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겸사겸사 묶어
서 한 건데......어머니 없이 자녀를 care하는 게 어렵다 생각되어서, 남들 조기유학도 보낸다는데, 엄마 공
부하는데.. 2년 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노선욱, 기러기아빠, 46세)

촬영감독의 직업을 가진 노선욱씨는 7년차 기러기 아빠이다. 그의 아내 또한 미

국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애초 기러기 가족의 동기가 자녀의 교육뿐만 아니라

아내의 석사 유학에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기러기 가족을 이루게 된 동기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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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머니들의 삶은 현지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요구한다. 현지에서 어머니들의 삶은

‘봉사활동’ 등의 지역사회 활동, 어학연수 및 학위 취득 등으로 새로운 도전과 문화적

적응을 위한 실천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자녀의 가장

가까이에서 정서적 지원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주 양육자이다. 이들의 삶이 모성애

와 헌신적 의무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어머니들은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한편, 한국에 남아있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글로벌 시대에 아버지들이 가진 책

임과 정체성, 그리고 어려움 등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러기 가족을 작

동하게 하는 문화적 힘에 관심이 있다. 이는 그 문화적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행위

자로서 아버지들의 삶에 더욱 주목 하게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아버지들의 삶이

가지는 특징을 ‘한국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볼 것이다.

3.3.2 기러기 아빠의 국내 생활

"당뇨 오셨네요. 약 받아가시구요."

의사의 심드렁한 말을 들은 강인구(송강호)는 화를 내며 외친다.

"야 XX놈아 당뇨가 감기냐? 뭐 설명을 해줘야지."

위 구절은 영화 <우아한 세계>의 주인공 강인구(송강호)와 간호사의 대화이다.

가족들을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가 된 인구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

졌다. 간호사의 말에 대한 인구의 외마디 응답을 통해 기러기 아버지의 절박함과 외

로움이 고스란히 표현되는 듯하다. 아이들이 보내준 비디오 테이프를 혼자 보며 라면

을 먹다가 집어던지고 인구(송강호)는 깨진 그릇과 라면을 쓸쓸히 주어 담는다. <우

아한 세계>의 마지막 장면은 인구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시대 기러기 아빠들의 모

습을 이미지화한다.

기러기 아빠이자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한국사회의 흔치않은

구성원으로 보이지만,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며 즐거워하는 인구는 이 시대

아버지의 전형이기도 하다. 강인구와 같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아버지는 한국에서

생활 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러기 아빠들은 분거기간동안 무엇을 느끼며 어떠한 경험

을 하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같은 처지의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학 현지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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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다. 일상의 흔적으로 메워진 커뮤니티는 감정을 표출하고 위로를 얻는 공간으

로 작동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매우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게시판 구성은

이 카페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유게시판에는 4824개의 글

이 있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머방(2452), 음악 영화방

(1069), 알림방 (1245), 사진자료실(800), 어머니 사랑방(777), 익명게시판(786), 유학자

료실(98), 좋은 글 예쁜 글(195)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 기

러기방과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280개의 글을 분석하였다.

게시글은 기러기 아빠들이 경험하는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다음은 ID ‘몽*’

의 게시글이다.

<2003년 8월 23일 Id: 몽몽 제목: 식구들에게 차마..>
항상 밝은 척하고 좋은 척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으로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내가 그리워서 울고 싶을 때에도 함부러 울지도 못하는 저였습니다. 자식에게도 아내에게 조차 차마 이
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시판을 열어 주신 방지기님께 감사드리며...

  ┗데**: 음 몽*님... 힘들 땐 울어버리세요. 울면 눈물 속에 어떤 성분들이 섞여 나와서 훨씬 기분이 
좋아진대요. 과학적으로 입증 된거에요... 스트레스 많을 때 울면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
는 독소성분이 눈물로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힘내시구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거
니까 우리 힘내자구요.. 몽* 파이팅!!!! 

  ┗brave*****: 가족과 떨어져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라구요. 가족들 앞에선 차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나오는 눈물을 어찌 참을꼬... 울고플 땐 걍 우세요. 전 부그럽게도 공항
에서도 울고 기내에서도 울고... 또 침대에서도 울었으니까요. 

  ┗겅*: 그래도 울고 싶을 땐 남몰래 울어야지요....
  ┗그린**: 울고 싶을 땐 맘껏 우세요. 숨죽이지 마세요... 한바탕 울고 나면 그리움도 반으로 줄어드

는 느낌도 들테니까요. 누구나 그리움 외로움 안고 살아가니 함께 표현하십시오.. 그게 
사랑이더랍니다..^^*

  ┗맑은*: 다들 그렇게 잘 참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그리움에 살지만 
먼 훗날 옛 얘기하며 살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몽*: 모두 같은 심정이었군요. 그래요.. 모두 힘냅시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밤마다 울음 소리 안내려고 베게에 얼굴 묻고 울은 적 없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에요. 아이

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심정입니다. 실컷 목놓아 울고 나면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
군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힘내세요. 

 ┗고**: 남자는 용감한 줄 알았었는데... 울 신랑 보면서 남자가 더 여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조용히 숨죽여 아이들이 보고파 눈물을 감추는 모습을 볼 때면... 함 시간되시면 바닷가에 
가셔서 실컷 울어보세요... 그러구 나면 한달 정도는 견딜 수 있답니다.. 경험담임... 

 ┗zi**: 괜히 눈물이 나네요. 저희 남편도 울까요?
 ┗몽*: 지*님～～～～～여자는 울 때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남자가 울 때는 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아마 지*님 부군께서도 속으로 많이 우실겁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많이 되시길...
 ┗솔**: 음.. 명절이 다가오니까 딸래미 생각이 더 나네요. 아뿌!! 어리광부리면서 앵기던 그 모습이 

그대도 좋았지만 지금은 사무치는 군요. 

ID 몽*의 경우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움’과 ‘외로움’을 표현한다. 이와 같

이 게시글에는 기러기 학부모들의 정서가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어, 네티즌들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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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 인터뷰에서 기러기 아빠의 애환을 질문 했을 때, ‘힘들

었다’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러한 언술들이 당시의 정서를 회고적으로 일축하는 것과 달리, 게시글에서는 기러기

아빠의 정서가 보다 세밀하게 그려지고 전달되었다.

항상 밝은 척하고 좋은 척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으로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내가 그리워서 울고 싶을 때에도 함부러 울지도 못하는 저였습니다.

밝은 척하고 좋은 척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표현은 그가 가족 안에서 어떤 모습

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있어도 기러기 아빠는 그것을 표현

하지 못한다. 기러기 아빠는 가족 안에서 굳센 정신을 보여주어야 하는 ‘아버지’이다.

자식에게도 아내에게 조차 차마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몽몽은 그가 가족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그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위로의 장이다.

한편, 데**는 댓글로 ‘눈물의 효능’이라는 정보와 함께, ‘울어버리라는’ 격려 그리

고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다. 이어짓는 댓글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모두

몽*의 심정에 공감한다. 헤어지는 공항의 구체적 장면은 기러기 아빠 엄마라면 누구

나 공감하는 삶의 경험이다. brave*****는 눈물 짓고 싶었던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표현하며 몽*의 글에 공감을 표한다. 그린**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며 이를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아네** 또한 밤에 베게에 눈물 흘리지 않

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게시글

과 댓글들은 기러기 아빠들이 경험하는 그리움, 외로움의 정서를 가시화해 주고 있다.

그들이 소개하는 자신의 구체적 상황과 정보 덕분에 감정은 추상화된 정서가 아닌 구

체화된 정서로 나타난다. 외로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기

러기 부모된 이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댓글

을 통해 적어도 학부모들이 경험하는 정서가 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

분의 학부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댓글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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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8월 29일 ID: 푸른***** 제목:....모든게 잘 되고 있으나...>
불현 듯 밀려오는 허전함은 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
아이들은 현지에 적응을 잘 해서
내년에 손가락 꼽는 하이스쿨에 입학허가를 받았고
와이프도 그런대로 잘 적응하며 살고..
나 또한 이곳에서 하는 일 별 탈 없이
그런대로 되고 있건만..
오랜 장대비의 뒤끝.. 토요일 오늘 
아직 흐려있는 하늘 만큼이나 알 수 없는 
흐릿한 허전함이 밀려온다..
아이들은 집에 있을 것이고
손닿는 가까운 곳의 전화기를 들어 버튼을 누른다면
내 그리운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건만..
무슨 변덕인지 차마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피시방에 앉아있다..
아이들을 보고 온지 불과 한 달 지났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데...
하던 일이 다 귀찮아 진다..
아이들과 삼중주를 하겠다며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레슨받고 열심히 연주하자고 
아이들과 약속하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도 끌어앉던 첼로는 
진득한 먼지를 머리에 이고 방구석에 멀건이 서있다.
이러지 말아야지....
나를 향한 6개의 눈동자가
따뜻 지도록 
내가 힘을 잃지 말아야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그 힘의 실체가 영원히 내 편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랑한다.. 

  ┗아사*: 전화 목소리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닌 하루 일과에 대하여 대
화를 나누시면 어떨런지요.

  ┗보*: 외로움이 병을 만듭니다. 저의 남편 거의 술 마십니다. 얼굴보고 목소리 들으면 주량을 가름
하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반 년만에 그만하고 싶다. 합니다. 깊어지기 전에, 진정 서로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애들도 가정도 건강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배울겁니다. 

ID 푸른 *****의 글에서는 그리움의 정서만큼이나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두

드러진다. 불현듯 밀려오는 허전함에 푸른 *****는 텍스트에서 ‘허전함’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서사한다. 타국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하지만 이내 수화기를 내려

놓는 그의 모습은 쓸쓸함과 허전함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다.

아직 흐려있는 하늘 만큼이나 알 수 없는 
흐릿한 허전함이 밀려온다..
........
벌써 이러면 안되는데..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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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데...
하던 일이 다 귀찮아 진다..
.........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푸른　******의 위 서사에서 기러기 아

빠는 차마 가족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서사한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는 모습은 그가 아버지로서 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기러기 아빠는 어린 자녀들에게 가깝고 다정한 ‘아빠’이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독립적이고 강고한 ‘아버지’로 남아있어야 한다. 기러기 아빠는 아빠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시대의 전통적 아버지상이 지녔던 책임과 굳센 정서를 간직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그가 가족들에게 표현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은 온라인의

익명성에 의해 표현 가능한 것으로 전환(轉換)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것은 비난

받을 만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공감과 격려를 얻을만한 당연한 것이다. 무엇이 바

람직한 태도인지, 환영받는 표현인지는 한 개인이 속한 장(場)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

의 장(場)에서 나약한 아버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장(場)에서 그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향한 6개의 눈동자가
따뜻해 지도록 
내가 힘을 잃지 말아야지..

후반부에서 그는 아이들과 한 다짐을 생각하며 ‘힘을 잃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그를 향한 ‘6개의 눈동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이와 같

이 많은 서사들은 의례 외로움이나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것

은 희망을 발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서사를 통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러한 사실은 기러기 가족이 외로움과 그리움의 부정적 정서를 지니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정서적 인내와 의지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극복과

의지는 부정적 감정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이다. 요컨대, 기러기

가족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종료하는 전 기간에 존재하는 정서는 그리움, 외로움, 슬

픔 뿐 만이 아니라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게시글은 정서적

성격의 것들이 많았지만, 도구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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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는 게시글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번개모임을 공지하고 질문을 하는 내용을

가졌을 때에는 ‘도구적’ 이라고 보았고, 인사 및 안부를 묻거나 일상잡담 및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정서적’이라고 보았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글들은 정서적 성격의 것으

로 서사자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일상 생활에 대한 감정과 함께 정보 제

공을 요청하거나, 안부 및 인사를 건네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서적이면서 동시에

도구적인 성격을 띠는 게시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티가 기러기 생활 시

겪는 어려움을 공유 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게시된 “정서적”성격의 글이 가지는 감정을 추적한 결과 그리움과 외로움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게시글에는 위기

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자녀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존재하였다. 기러기 아빠들이 경험

하는 정서는 매우 다양하여, 그리움, 외로움, 안쓰러움, 슬픔(서글픔, 서운함), 상실감,

후회, 실패감, 자랑, 극복의지, 즐거움, 감사, 아쉬움 등의 많은 정서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게시글 내에서도 복합적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예컨대,

한 기러기 아빠는 이국땅에 있는 자녀와 배우자를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안정

되어 가는 삶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기러기 아빠들은 외로움과 그리움 등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터넷 공간

에 표현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고 있었다. 텍스트에서 기러기 아빠들은 자신의 연약함

을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기러기 아빠’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강고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대신,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개인은 고민과 불안, 그리고 갈

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 기러기 아빠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지친 마음을 상담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場)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러기 학부모들의 ‘부모됨’서사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 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삶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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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인터넷담론으로 접근한 ‘기러기 아빠’의 정체성

제 1절 과거와 미래 세대의 수직적 매개자

본 절에는 몇 명의 ID를 바탕으로 기러기 가족의 일상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선

정된 글들은 반복적인 검토의 결과 연구에 견고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

들이다. 이들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내러티브의 한 절(clause)과 절(clause)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촘촘히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기러기 아

빠들은 무엇보다 독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독특한 방식으로 서사하고 있었

다. 그들은 특정한 플롯 구성을 통해 내러티브 안에서 자신을 영웅화하는 한편, 댓글

간 상호 작용을 통해 긍정적 자기강화를 이루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헤이든 화이트

의 방법을 따라 내러티브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4.1.1 미래를 기획하는 삶

먼저 본 장에서 주로 주목하는 글은 ID 아이스***의 글이다. 아이스***는 커뮤

니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핵심 멤버 중 하나였다. 글을 올리는 횟수,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 그리고 방문 수뿐만 아니라 그의 글은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가장으로의 고민, 그리고 한 인간의 회환을 보여준다. 그것은 진솔한 감정을 여과 없

이 드러내는 것이면서도, 자신을 희생자(victim)화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사회로 매도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때문에 복합적인 정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의 목소리

(voice)에는 진실성이 담겨있다.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자화(victimized)하거나 미화하

지 않는 글은 내러티브가 지녀야 할 내러티브성(narrative fidelity)을 보유할 수 있

다. 더군다나 그의 글은 자신의 처지를 관조적으로 조망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

어 연구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아

이스***는 고독과 불안을 느끼는 ‘아버지’이자 ‘남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

원’이다.

하지만 아이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는 해석이 필요하다. 헤이든 화이트

(Hayden White, 1973)의 말을 빌려 보면 역사가로서 연구자는 주어진 서사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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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분석 대상이 될 아이스***는

사실상 2010년 기러기 생활을 청산한 ‘졸업 기러기’이다. 하지만, 어느 글에서 고백하

듯 ‘한 번 기러기는 영원한 기러기’라는 테제를 품에 안고 그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

을 벌이고 있다.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 현재 진행형 기러기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자

신의 소일거리를 글로 올리는 화석화된 기러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스***의 이

야기는 재발견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의미화의 체계(hierarchy of significance) 속

으로 사건을 전화시킴으로써 (헤이든 화이트, 1991:18), 그의 정체성은 발견될 수 있

다. 다시 말해, 아이스***의 서술 전략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때 그의 자기인식을 밝

혀낼 수 있다.

아래의 글은 아이스***가 남긴 것이다. 글 서두에서 그는 동일한 처지의 사람

들과 감정 및 정보의 교환을 원하는 평범한 네티즌의 모습을 보인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동정이 궁금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웃거리는 아이스***는 감정적 지지가

필요한 현대인이다.

<2010년.6월.4일 ID: 아이스*** 제목: 기러기 아빠 예찬> 
술 한잔 마시고 눈팅 만으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더 좋은 유학생활을 위해서 한국에서 해 줄 것이 더 없을까. 
그러다 자식 그리움에 한잔 더 마시고 잠이 들고...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의 개인적인 선봉장으로서 
각종 교육정보와 국제적 금융상황 그리고 주변국가의 사회경제문제까지
종합 정리하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목적으로 우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한 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때를 떠올립니다. 
기러기 엄마아빠 회원님 사랑합니다.
스스로 기러기 아빠였음이 떳떳한 아이스***.

  ┗필*: 세계지도에서 점만큼이나 작은 우리나라..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겐 세계가 모두 
우리의 땅입니다.. 지금은 작은 모임일지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
이 이 모임을 통해서 무한 배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 
기러기 아빠 아이스***님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아이스***: 대한아빠 파이팅. 
  ┗웁* 필님의 말처럼 이 작은 모임이 한국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향해 크게 소리칠 날이 오겠지요..... 나～내가 기러기아빠였어 하고 크게 소리칠 
날 말입니다 ㅎㅎㅎㅎ 

     ┗아이스***: 글로벌 인재의 산실.... 아주 좋은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술 한잔 마시고 눈팅만으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들은 정서적 성격의 것들인

데 이것은 커뮤니티가 그만큼 기러기 학부모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배출구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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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쩌면 아이스***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보의 공유가 아닌 감

정의 공유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성격에 관해서는 제 4장 2

절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더 좋은 유학생활을 위해서 한국에서 해 줄 것이 더 없을까. 

위 서사에서 아이스***가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자식들이다. 무엇

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의 언어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짙은 책임감이 엿보인다. 성찰적

회고를 통해 그는 부모됨을 자신의 정체성 중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이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역할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아이스***에게 개인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가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

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의 다른 게시글을 통해 연구자는 그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자녀들을

미국에 보낸 후 사업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 부모로서 그의 책임감은 힘에 부치는 고된 것이었을 수 있다. ‘무엇

을 더 해주고 싶은’ 책임 의식 또한 스스로를 부족한 가장이라고 생각한 탓에 나타난

마음이다. 연구자는 교수 남편을 둔 기러기 엄마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러기 아빠의

감정과 자기의식이 계층적 배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

다. 기러기 엄마였던 고정애씨에 따르면 남편은 늘 바빴고 상대적으로 외로움이나 그

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달리 아이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로서의 역할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은 연속

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요컨대, 사업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 아이스***의 외로

움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산층 기러기 아빠의

경우 사회적 성취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가족 간 단절은 외로움과 그리움 등 부정

적 감정을 유발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다 자식 그리움에 한잔 더 마시고 잠이 들고...

술을 마시는 아이스***의 밤은 일상적 사건(event)이면서 동시에 그의 감정을

노출시켜주는 사건이다. 커뮤니티를 방문했다는 이 구절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과 감

정을 표현한다. 정보와 감정의 공유처인 커뮤니티를 훑어보다가 아이스***는 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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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잠에 든다. 지금까지의 서사를 연결시켜 보면 아이스***는 술에 취한 중에도 자

식에 대한 의무를 지우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 상황에 노출되었

음에도 오히려 타인의 안위를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자식 그리움

에 한잔 더 마시다 잠이 들고..”라는 구절이나 그의 전체적 어조는 비극적으로 들린

다. 술은 자녀와 자식이 분리되어 있는 비극적 갈등을 화해(reconciliation)시켜주지 못

한다. 오히려 갈등의 순간을 피하는 기제이다.

희극 서사의 전형은 인간의 타락과 고통으로부터 화해를 통해 해방되는 것이다.

사회적, 자연적 세계와의 화해를 기대하기 때문에 희극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믿는다 (헤이든 화이트, 1991:20). 하지만 여기까지 이어지는 아이스***의 서사는 그가

비극서사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해를 위해서는 축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

만 아이스***에게 술을 마시는 행위는 화해의 제스쳐도, 축제도 아니다. 그것은 아이

스***의 분열이나 좌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비극 서사에는 결코 축제의식이 없다 (헤이든 화이트, 1991:20). 오히려 비극의

발생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분열이 진행된다. 초반부 아이스***의 서사 또한 마찬가

지이다. 그는 분거의 순간 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분열, 즉 혼자 지내는 동안의 외로

움, 고민, 그리고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술로 상징화 된 것이다. 서사가 진행

되면서 비극은 세계에서 인간이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체념 의식을 반영하

게 된다 (헤이든 화이트, 1991:21). 아이스***의 ‘술’모티프는 화해의 축제보다 이러한

체념의식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의 개인적인 선봉장으로서 
각종 교육정보와 국제적 금융상황 그리고 주변국가의 사회경제문제까지
종합정리하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한편, ‘술’과 ‘밤’ 서사이후로 아이스***는 위와 같이 자신의 삶을 스케치한다.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서사는 실제 부모로서의 책임을 수행했던 사건(event)

이다.

그러나 글 속에서는 이내 갑작스러운 전환이 발생한다. 그것은 아이스***가 졸

업 기러기로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들은 혼재되어 있

기 때문에 서사의 과정은 과거를 재현하며 언어로 토해내는 작업이 된다. 전반부에

그는 힘겨웠던 시절을 서사하였다. 하지만 이내 아이스***는 서사를 전환하여,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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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위기와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이는 더 좋은 삶

을 살기 위해 ‘그가 노력했던 과거’의 기억이다.

이러한 전환은 왜 발생하는가. 아이스***는 그 스스로가 비극적 현실에 놓인 주

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되돌리거나 바꾸어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식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더 좋은

삶’이라는 이상을 설정하고 이를 언어화하는 일이다. 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숙명적 법

칙 앞에서 그는 비극서사를 통해 순간적 화해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련 속에 살

아가는 한 개인의 체념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비극의 주인공은 갈등과 시련의

현현 앞에서 투쟁한다. 하지만 비극 영웅의 화해는 결국 체념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아이스***의 서사에서 술은 화해의 제스쳐이지만, 이는 승리와 극복

의 이미지이기보다는 강한 체념으로 이룩한 화해이다.

장기간의 분거 생활은 기러기 아빠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

리고 그것은 한 순간의 제스쳐로 화해할 수 없는 큰 시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련을

탈피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그는 아이러니한 서사를 전개한다. 즉, ‘더 좋은 삶’의

이상과 노력들을 설정하고 희극적 화해의 제스쳐를 취한다. 희극 서사에서 화해는 인

간 상호간 또는 세계와 사회에 대한 인간의 화해를 의미한다. 축제는 화해를 상징하

는 절차이다. 결국 화해를 통해 관계는 조화를 이루고 주인공은 타인과 하나로 결합

되는 결말이 나타난다 (헤이든 화이트, 1991:20-21). 아이스***역시 초반에는 비극서

사를 통해 절망감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내 희극서사로 전환함

으로써 가족들과 조화하고 결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보를 얻고자 노

력하고 정리함으로써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 그리고 그것은 심리적으로 가족들을 냉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의 개인적인 선봉장으로서

‘미래 교육투자의 선봉장’이라는 말을 통해 주도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분거 생

활을 이끌어 간 것이 아이스***였음을 알 수 있다. ‘미래’라는 단어는 아이스***의 삶

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행위는 현재성뿐

만 아니라 미래성을 띄고 있다. 그가 살아내는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미래, 거

기’이다. 그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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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은 아이스***에게 ‘기러기 아빠’라는 타이틀을 주었다. 이는 그가 자녀들

을 조기유학 보낼 정도로 재력이 있고,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민주적 아빠라

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미래’ 수사는 그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이스***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희극 영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고통

을 감수할 수 있다. 희극 서사는 그가 미래를 이어갈 수직적 매개자로서 스스로를 정

체화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글로벌 시대 기러기 아빠는 외로운 비극 영웅이지

만, 그는 과거의 유산을 이어나갈 책임을 지닌 희극 영웅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그의 ‘미래’서사는 절망적 현재를 이겨내기 위한 전략적 수사라고

도 볼 수 있다. 절망과 분열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인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시련 속에 살아남는 영웅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극에 투쟁하다

체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해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다. 이 서사에서 아이스***

는 희망선언을 함으로써 체념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투쟁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희극 영웅이다.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는 구절은 그가 자신의 과업을 우리 공동

체라는 언명 하에 상승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비극적 절망을 이

기기 위해 ‘부지런히 일’ 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감정에 파묻혀 절망감을 느끼기

보다 부모됨의 책임을 상기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그

에게 비극적 상황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희극적 서사 전략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희극서사는 화해의 접점이자 해방구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스***의 서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학부모됨/아버지됨’이 어떠한 능력

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기러기 아빠에게는 다채로운 능력이 요구된다. 아이스***

의 서사는 기러기 아빠됨이 어떠한 일들로 구성되어있는지 보여준다.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일, 국제 경제를 파악하는 일, 주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 모두 기러

기 학부모되기의 조건이다. 아이스***의 기러기 학부모 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한국을 초월해 국제 정세까지 학습하는 열정을 보인다. 그가 수집한 정보는 교

육 정보, 경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사회경제적 문제 그 모든 것이다. 이러

한 그의 서사는 아이스***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단적



- 50 -

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재정적 투자 이면의 시간적 투자, 그리고 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됨은 결코 자녀를 낳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그것은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부모됨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학부모 자신

도 그러한 행동을 기쁘고 달갑게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의 교육투자

는 무엇보다 사회적 강제력이 부과된 결과이다. 부지런하게 학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문제라도 있는 학부모가 되고, 그 인상은 학부모 자신에게 마음의 짐으로 남는다. 무

엇보다 학부모, 그리고 아버지 스스로가 ‘아이들 교육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리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남들이 다 하는데 자신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죄책감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때때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

됨’의 길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가 기러기 아빠였던 박정찬씨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는 ‘지원을 안 해주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남

는다’며 교육 투자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박정찬씨의 아

내는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에 헌신된 매니저로서 살아갔지만 그 스스로도 사회적인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확실한 목적으로 우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한 장이 되었습니다. 

위의 서사는 그가 기러기가족을 종료한 시점에서 회고적인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사자들은 구술이나 텍스트 작성의 과정에서 혼재된 기억을 마구

풀어놓을 수 있다. 아이스 *** 또한 그의 혼재된 기억에 의존하여 텍스트를 작성하였

다. 따라서 그의 혼재된 기억은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내러티브로 재현되었다. 내러

티브 안에서 그는 비극 영웅이지만 동시에 희극영웅을 자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아이스***는 세계화 시대 부모 - 자녀간의 장거리 거주로 인한 비극 영웅이

면서도, 동시에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 할 책임이 있는 희극 영웅인 것이다.

‘확실한 목적으로’ 분거생활을 마쳤다는 아이스***의 위 서사는 희극 서사로 기

억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이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때문에 그의 서사에서 독자는 더 이상 갈등 속에 방관하거나 체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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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극영웅을 볼 수 없다. 아이스***는 ‘소중히 기억할 추억’을 간직하는 희극 영웅

으로 돌아선 것이다. 극적인 화해를 이루려는 희극 영웅의 제스쳐를 찾아 볼 수 있다.

기러기 엄마아빠 회원님 사랑합니다.
스스로 기러기 아빠였음이 떳떳한 아이스***

그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 희극 영웅으로 당당히 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떳

떳함’이라는 어휘를 통해 그는 ‘기러기 아빠’됨을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선택이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화 시대, 그리고 한국 가족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의 자발성’이라는 수사를 고집한다. 요컨대, 아

이스***는 ‘분거생활’의 비극 속에서 승리한 영웅 자아로 스스로를 정체화시킨다. 그

것이 비극 영웅에게 주어진 선택지, 즉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아이스***의 서사는 글로벌 지구자본주의 속에서 여전히 가족주의의 압력을 받

고 있는 기러기 아빠의 고민과 혼란을 보여준다. 아빠들은 세계화 시대에 마주하며

적응할 것을 요구 받는다. 미래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기러기 아빠들은 시련과 위기, 그리고 부정적 정서와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아버지’들이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그들

이 역사의 수직적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이를 미래에

재현할 의무를 가진 존재이다. 아버지됨은 개인 보다 공동체가, 그리고 자신보다 가족

이 삶에서 더 중요해 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이어갈 자식을 양성하는 것

은 ‘아버지됨’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과거와 만나는 지점에서 기러기

아빠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스스로를 ‘희극영웅’화 함으로써 상황의

극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필*: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무한 배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 기러기 아빠 아이스***님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웁*: ......이 작은 모임이 한국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이스***: 글로벌 인재의 산실.... 아주 좋은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댓글 간의 상호작용은 아이스***의 희극영웅서사가 강화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필*은 자신의 댓글을 통하여 ‘인재가 배출될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아이

스***를 자랑스러운 선배 기러기로 치켜세우고 있다. 웁* 또한 ‘한국 글로벌 인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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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실’이라고 표현하며 아이스***의 경험을 높게 평가한다. 네티즌이 댓글을 남기고 아

이스***가 다시 답글을 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자기 강화를

할 수 있다. 희극영웅으로서의 완전한 승리인 것이다.

아이스***의 텍스트에서 그는 갈등의 시련을 마주한 비극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희극 서사를 진행시킨다. 이는 다시 인터넷 공간에서

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 아빠’로 재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

스***가 암묵적으로 네티즌들을 의식하여 희극 서사를 구사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

케 한다. 궁극적으로 기러기 아빠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상기하고 정체성을 확인하

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4.1.2 선대에의 기억과 재현

다음의 서사는 댓글의 응답처럼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느낌을 준다. 그것은 아마

도 아이스***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 표면적으로 아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이스***

가 부모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규정하는 방식이 숨겨져 있다.

<2010 .5.7 ID: 아이스***> 
봄바람이 불자 어머니는 가출을 하셨다.
여동생 두 분을 거느리고 나머지 한분이 계신 남녁으로 훌훌 떠나버리셨다.
아버지는 단신 월남족이라서 외롭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것 보다 같이 동행할 수 없음에 심통이 잔뜩나셨다. 
우리3형제는 돌아가면서 아버님과 동침하기로 하였다.
나는 6시까지 퇴근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려 했으나 외식을 원하신다. 
수유사거리에서 창동쪽으로 100미터가면 수유 우동집이 있다. 
그 근처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때 가끔 들리던 멸치육수가 시원한 23년 전통의 자그마한 식당이다. 
우동 3,000원*2 김밥 1,500 =7,500으로거나한 만찬을 즐겼다.
평소 신장병으로 국물은거의 드시지 않으셨는데 어제는 반정도를 후룩후룩 맛나게 드신다. 
다소 과식을 했다고 산책하시는 길은 땅이 고르지 못한건지 절름거리신다.
신장뿐 아니라 관절까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못내 뒤따르지 못했다. 
당번으로 본가에서 공식적인 외박을 했는데 몸은 깨운하다. 
숙면을 취한 것 같다.
맘이 편해서, 마눌님 잔소리 안들어서, 아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일까?
아침으로 감자국을 준비한다니 해장국이 드시고 싶다신다. 조미료맛이 그리운 것 같단다. 
미아4거리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해장국 체인점인 일심해장국집 20년이 훨 넘게 자리만 바꾼체 영업중이
다. 고기 내용물이 없고 국물이 긂지지 않아 단백한 맛이 좋다. 푹삶은 시레기와 깔끔한 선지가 입맛을 땡
긴다. 해장국 3,500원*2 =7,000원. 배추김치와 깍두기도 괜찮다. 밥은 원하는 만큼 밥퉁에서 자율. 
비록 14.500원으로 나눈 아버지와의 두끼 식사는 너무 행복했다. 감히 누가 가격을 논하겠는가. 
재롱 떨러 가서 듬뿍 사랑을 받고 출근한 금요일 아침.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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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음... 너무 아름다운 한폭의 수채화 같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 아이스***: 고맙습니다. 
   ┗ blu***: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함께 마주하여 식사를 나누며... 함께 거닐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 눈시울 적시고 갑니다. 
      ┗ 아이스***: 괜히 맘 아프게 해드린거 같아서 미안할 뿐. 
  ┗ 겨울**: 8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일은 더 생각나실 아버지와 저도 내일 맛있는 점심을 먹으

러갑니다 ^^ 
      ┗ 아이스***: 자주 못들러도 우린 부모님의 사랑스런 아들 딸이랍니다 
  ┗ 웁*: 아이스 보드카님 존경합니다.. 저는요..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통곡을 할런지...
      ┗ 아이스***: 에고,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한 일이라.. 
  ┗ 필*: 전에 아버님과 함께 먹던 설렁탕이 생각납니다...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는데.... 
      ┗ 아이스***: 생전에 잘 해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만
  ┗*별***: 아.버.지.............................     

아이스***의 서사는 어머니의 가출사건으로 시작한다. 가출은 본래 가정을 버리

고 집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출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어머니의 가출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전후 문장과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

하다.

봄바람이 불자 어머니는 가출을 하셨다.
여동생 두 분을 거느리고 나머지 한분이 계신 남녁으로 훌훌 떠나버리셨다.

바로 다음 문장을 통해 어머니는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셨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단신 월남족이라서 외롭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것 보다 같이 동행할 수 없음에 심통이 잔뜩나셨다.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집나감 때문이 아니다. 동행할 수 없

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

의 가출은 실제 집을 나간 행동이 아니라 ‘봄의 외출’이라고 볼 수 있다. 앞뒤를 살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스***의 서사는 비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3형제는 돌아가면서 아버님과 동침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구절에서 아들 3형제는 아버지와 동침을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동

침’이 정말로 한 방에서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3형제가 아버지 댁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여 자식

들의 보살핌이 필요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아버님의 적적함을 달래드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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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뒤따르는 서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석을 할 때, 아이스***

의 아버지는 ‘신장병’이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동침’은 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나는 6시까지 퇴근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려 했으나 외식을 원하신다. 
수유사거리에서 창동쪽으로 100미터가면 수유 우동집이 있다. 
그 근처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때 가끔 들리던 멸치육수가 시원한 23년 전통의 자그마한 식당이다. 
우동 3,000원*2 김밥 1,500 =7,500으로거나한 만찬을 즐겼다.
평소 신장병으로 국물은거의 드시지 않으셨는데 어제는 반정도를 후룩후룩 맛나게 드신다. 

이제 서사는 저녁식사의 사건으로 넘어간다. 서사 전체의 분량을 고려하면 단연

‘밥’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는 아이스***가 식사의 기억을 통해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일을 끝낸 아이스***는 아버지를 위해 저녁 준비를 계

획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외식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 간 수유 우동집에

서 그들은 7,500원을 가지고 거나한 저녁 만찬을 누린다. ‘신장병’, 즉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국물을 맛있게 드신다”는 표현을 통해 아버지가 병환 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소 과식을 했다고 산책하시는 길은 땅이 고르지 못한건지 절름거리신다.
신장뿐 아니라 관절까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못내 뒤따르지 못했다. 

저녁 식사에 대한 서사가 끝나고 아이스***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심경을 드러

낸다. 병환 중이신 ‘신장뿐만 아니라 관절을 힘들게 할 것 같아’ 라는 구절을 통해서

는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도 한다. 앞선 서사와 달리 본 서사에서 아이

스***는 담담한 어조로 아버지와 자신의 일상을 묘사해 나간다. 지나친 감정을 토로

하거나 시련을 드러내지 않는 삶의 이야기들이다.

당번으로 본가에서 공식적인 외박을 했는데 몸은 깨운하다. 
숙면을 취한 것 같다.
맘이 편해서, 마눌님 잔소리 안들어서, 아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일까?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아이스***는 그의 숙면에 대한 의문을 밝힌다. 그는 그것

이 아내의 부재 때문인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지를 자문해 보지만, 글 전체의 맥락

을 고려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버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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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재차 등장한다. 이어진 사건들에서 글의 독자는

결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아버지는 아이스***에게 애정 표현

을 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도 없다. 하지만 아이스***는 재차 ‘아버지

의 사랑’을 서사한다.

아침으로 감자국을 준비한다니 해장국이 드시고 싶다신다. 조미료맛이 그리운 것 같단다. 
미아4거리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해장국 체인점인 일심해장국집 20년이 훨 넘게 자리만 바꾼체 영업중이
다. 고기 내용물이 없고 국물이 긂지지 않아 단백한 맛이 좋다. 푹삶은 시레기와 깔끔한 선지가 입맛을 땡
긴다. 해장국 3,500원*2 =7,000원. 배추김치와 깍두기도 괜찮다. 밥은 원하는 만큼 밥퉁에서 자율.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는 아침을 준비하려 했으나 해장국을 원하시는 아버

지의 의견대로 일심 해장국집에 간다. 단백한 해장국을 먹은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비록 14.500원으로 나눈 아버지와의 두끼 식사는 너무 행복했다. 감히 누가 가격을 논하겠는가. 
재롱 떨러 가서 듬뿍 사랑을 받고 출근한 금요일 아침. 
아버지 사랑합니다. 

후반부에서 아이스***는 아버지와의 식사가 행복했다고 고백한다. 평소에는 떨

어져 살지만 ‘재롱떨러 가서’ 즉, 아버지 댁에 가서 보낸 하룻밤을 그는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서사는 앞선 아이스***의 경험과 달리 지나치게 비극적이거나 희극적으로 자

신을 형상화하지 않는다. 비극이나 희극의 영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그가 부모라는

역할을 가지기 때문이다. 역할은 그에게 숙명적 시련을 주거나 승리를 위한 생의 희

망을 갖도록 한다. 하지만 제시된 서사는 아버지로서 아이스***의 모습이 아닌 자식

으로서의 아이스***이다. 따라서 그는 서사 자체를 희극이나 비극, 풍자, 또는 로망스

방식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서사는 아이스***가 왜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비극, 또는 희극 영웅으로 정체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과

거에의 기억이고 그것은 그가 미래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되어야 함을 상기

하는 계기이다.

별다른 표현 없이도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아버지는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다. 여

기에서 아이스***는 ‘주는 자(giver)'가 아닌 ’받는 자(receiver)'이다. 아이스***는 자

녀와의 관계에서 시간을 헌납하고 물질을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그 또한 누군가의 자

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자녀로서 과거의 그가 ‘받는 이’였다면 그는 이제 ‘주

는 이’가 되었다. 재롱을 떨러간다는 그의 단어는 누군가에게 메여있지 않는,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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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스***에게 부모님과의 기억은 따뜻하고 가슴시

린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야**: 음... 너무 아름다운 한폭의 수채화 같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아이스***: 고맙습니다. 
blu***: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함께 마주하여 식사를 나누며... 함께 거닐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 

눈시울 적시고 갑니다. 
아이스***: 괜히 맘 아프게 해드린거 같아서 미안할 뿐
겨울**: 8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일은 더 생각나실 아버지와 저도 내일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갑니다 

^^ 
아이스***: 자주 못들러도 우린 부모님의 사랑스런 아들 딸이랍니다 
웁*: 아이스 보드카님 존경합니다.. 저는요..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통곡을 할런지...
아이스***: 에고,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한 일이라.. 
필*: 전에 아버님과 함께 먹던 설렁탕이 생각납니다...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는데.... 
아이스***: 생전에 잘 해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만
 *별***: 아.버.지.............................     

먼저 이러한 댓글을 통해서 기러기 아빠․엄마들이 부모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

또는 연민과 죄책감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현재 부모지만,

동시에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자신의 부모에 대한 회고는 복합적인 정서로 작용

하여 한 편의 추억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고단한 삶을 통해 그들은 부모의 애정이 내

리사랑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체험할 수 있다. 기러기 아빠의 현재 생활 체험은 과거

의 경험을 재발견하고 재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스***를 비롯

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상기하고 기억하게 된다.

한편, 댓글들을 통한 상호작용은 텍스트이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서사적 상호작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서사에는 ‘야**’, ‘blu***', '겨울**’, ‘웁*’, ‘필

*’, ‘*별***’이 댓글을 달았고 아이스***는 모든 서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신다, 아버지와 점심을 먹으러 간다, 스스로 부끄럽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아이스***의 글과 상호작용하였다. 특별히 웁*은 아이스***의 글을 통해 자기

성찰적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다른 네티즌들 또한 이 글을 통해 아이

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였다. 본 텍스트 내에서는 아이스보드카의 영웅적 서사

를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댓글을 통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가 커뮤니티 내의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텍스트를 넘어 인터넷 공간에

서 그가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자기인식은 다시 그의 글쓰

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는 텍스트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를 바탕으

로 인터넷 공간에서 영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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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탓에 서사된 내용의 ‘신뢰성’문제는 늘 제기될 수밖에 없다. 먼저 인터넷

공간의 네티즌을 감안하여 기억이 긍정적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학부

모들이 시련 속에 놓여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의 기억이 낭만화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기억조차도, 현재 진행되는 삶의

고단함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묻히고 낭만화될 수 있다. 기억은 기억하려는 의식이

있을 때 신뢰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때 힘든 사실을 회피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재

현을 거부한다 (치즈코, 2004: 28). 따라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경험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가공된다. 구술사나 내러티브 분석에서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주

어진 텍스트를 액면 그대로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경험은 각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서사자의 조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억과 서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이들의 입을 통해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아이스***가 반응을 얻기 위해 거짓 기억을 하기보다는 그의 기억 속에 어떤

부분, 즉 긍정적인 기억만을 서사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

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스***

의 서사 자체가 신뢰성과 진실성의 문제로 평가 절하될 수는 없다.

먼저 풀이한 아이스***의 서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기러기들이

가진 역할과 책임은 무겁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기러기 아빠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수행하는 것은 부모와의 기억을 가지며, 그들을 재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부모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다.

다음의 글은 ID 아사*의 것으로 그의 서사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어조로 부모와 자녀

의 관계가 규정된다.

<2003년 7월 31일 ID: 아사*, 제목: 카페 개설 1주년 됨을 알리며>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을 때 이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오늘도 런던에 있습니다.
내일은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 때문에-영어공부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좀 더 확신된 세계로 이끌고자
오늘의 부모세대는 기러기로 일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뭐라 그러고, 다른 혹자는 뭐라 그러고들 하지만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세대들도 그러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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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교육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그러하듯 자녀들의 우등교육만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한국인 특히 조상숭배-부모공경은 버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비싼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최고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있는 자녀로 키웁시다. 영어가 우선이 아닌...
세상을 넓게 보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국 사람이기에...
카페 개설 1주년 되는 날을 알리며
아사* 올림. 

┗ 파란**: 개설 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흼아을 줄 수 있는 문화
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사*님 및 운영자분들게 감사드리고요^*^

┗ brave*****: 벌써 1년이 되었나요? 우선 축하해야죠. 쥔님을 비롯한 우리모두에게. 
┗ha**: 축하드려요... 수고하신 쥔장 아사*님과 운영자분들게 박수를...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카

페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aso***: 저도 마찬가지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카페 하나로 정말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잖아

요... 힘(?)있으실 때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호호호...
┗겅*: 첫 돌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오신 우리 운영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갈채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길을 함께하는 천여명의 카페 회원님들에게도 Fighting! 을 외치고 싶습니다. 서
로를 응원하는 기러기 정신이 이 카페를 더욱 알차게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아사*의 서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한국 사회라는 맥락에 위치시키고 이에

의미 부여하는데 집중한다.

영국 런던에 있을 때 이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오늘도 런던에 있습니다.

위에 문장을 시작으로 아사*의 목소리는 개인이 아닌 ‘한국 기러기’들을 대표한

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아사*’의 문제가 아닌 전체 학부모들의 삶을 듣

게 된다. 이는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커뮤니티의 창립자로 기러기가족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보다 많은 시간 기러기 아빠됨에 대해 고

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오랜시간 아이들 때문에-영어공부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좀 더 확신된 세계로 이끌고자
오늘의 부모세대는 기러기로 일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확신에 찬 세계로 이끌고자’ 기러기들이 그들의 삶을

선택하였다고 서사한다. 앞 서 살펴본 ‘미래를 기획하는 삶’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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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됨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아사*은 스스로 비싼 희생을 선택한다. 이

렇게 비극적 갈등(tragic agon)의 시작은 부모의 책임의식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그

는 ‘오늘날의 부모세대’라고 칭하며 스스로의 삶만이 아닌 기러기세대 전체를 대표하

는 말하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미래에 까지 매개하기

위해 비싼 희생을 선택한다.

혹자는 뭐라 그러고, 다른 혹자는 뭐라 그러고들 하지만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아사*의 서사는 그의 희망적 관점을 보

여준다. 희극 서사의 특징은 사회적 요소와의 화해(reconciliation)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간 승리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헤이든 화이트, 1991: 20). 따라서 희극

의 초중반부에는 광명의 승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존재한다. 아사*은 그의 서사

에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설정하고 비극적 현재를 희망적 미래로 치환해 낸다. 이

는 제 4장 1절에서 분석된 아이스***의 서사와 동일하다. 그는 미래를 기획함으로써

선대에의 기억과 재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이겨나갈 수 있다.

아사*은 적어도 서사 전반부인 여기에서 승리하는 희극영웅의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관없이 그는 오늘 보다 나의 미래를 설정하고 미래에 대한 기

대감을 드러낸다. 재차 언급하듯 이는 아이스***와 마찬가지로 시련에 절망하거나 체

념하지 않기 위해 희극서사를 동원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비극적 상황에서 비극영

웅으로 남겨지기보다 희극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삶의 투쟁을 시도한다.

우리의 부모세대들도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교육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서사는 기러기(Goose)들의 막대한 투자와 헌신적 삶이 윗대의

부모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사*은 기러기 아빠됨이 윗세대들의 열의와 같

이 자기 세대에도 다른 모습으로 반복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기러기

가족되기는 일부 기러기들만의 유별스러운 행동이기 보다는 교육에 대한 부모 책임의

발현이라는 말이다. 교육이 남달리 강조되는 사회에서, 세계화의 변동은 다른 차원의

교육투자를 낳는다. 아사*은 이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평범한 학부모

의 모습을 찾아낸다.



- 60 -

한반도의 역사가 그러하듯 자녀들의 우등교육만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사*이 서사하는 것은 한반도 역사에서 강조되는 교육의 문제이다. 부모

들은 자식들에게 ‘자애’를 베푸는데 이러한 자애는 물질적 돌봄, 정서적 애착뿐만 아

니라 그들의 장래 성장을 위한 교육행위를 포함된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됨은 자녀들

에게 의식주와 애정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해 왔기

때문이다. 아사*은 과거를 기억하고 이를 현재에 매개하는 수직적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상기한다.

자녀들의 한국인 특히 조상숭배-부모공경은 버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비싼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사*은 부모의 비싼 희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자녀 투자가 보상을 염두 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

째는 그의 희생이 부모의 기억에서 반복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윗 문장과 결합하

여 생각하면 아사*의 의도는 두 번째와 더 가깝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부모의

비싼 희생은 기실 한반도에서 지속되었던 역사적 실천이다. 그러한 역사적 실천의 산

물이 아사*이며 그는 다시 그의 자녀에게 이 역사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윗세대 부모들 또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교육에 동참 하였듯, 기러기 생활의 비싼

희생은 마다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선대에의 기억과 재현의 실천은 세

대를 두고 반복되면서 자녀 투자를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역사를 매개하는

수직적 주체인 셈이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최고입니다. 
용기와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웁시다. 영어가 우선이 아닌...
세상을 넓게 보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국 사람이기에...

이렇게 끝을 맺는 아사*의 서사에서 기러기들은 사회발전의 책임을 언도받은 영

웅으로 그려진다. 아사*에 따르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러기들의 희생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러기들은 오늘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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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있다. 그의 희극서사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적 수사를 동원하며 한 번 더 강화

되고 있다. 기러기 가족으로서 한국 사회의 조건에 대한 지식은 그를 분노와 절망으

로 유도할 수 있지만 아사*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절망적

일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수용하며 사회와의 화해(reconciliation)와 악수를 요청하는

모습이다. 얼굴과 마음을 바꿀 수 없는 한국인은 교육적 열기에서 해방될 수 없다. 따

라서 초월할 수 없는 시련의 세계에서 아사*은 희극 서사를 통해 승리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제 2절 수직적 매개자의 친밀성 위기와 극복

4.2.1 아버지됨의 고통과 상실

본 절에서는 기러기 ‘아버지됨’의 결과적 측면으로서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상

실에 주목한다. 먼저 제시된 글에서는 아이스***의 복합적 심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

것은 첫 번째 그가 졸업 기러기로서 아버지의 자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

로서 자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글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자신의 기러기

생활을 회고적으로 정리한다.

<2010년 7월 20일 ID:아이스*** 제목: 흔적지우기>
두 아이와 와이프는 그렇게 야속하게 떠나버렸다. 
아침식사로 간단하게 미역국이라도 얻어먹었으니 다행인지도 모르지만,
그 날은 분명 나의 생일날이었다. 
그래도 뉴욕에 연고지를 만들어 주어서 1년에 두 번은 뉴요커인 양 브로드웨이 등을 배회하곤 했다.
브롱스나 플러싱 족은 가급적 멀리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을 즐겼는데,
사업이 미사의 사탑처럼 살짝 기울어 버렸다.
둘째인 아들은 만 4년 만에 미국 초등학교 졸업장 달랑 1장 증서로 받고,
한국으로 급거 귀국하여 중학교에 편입하여 혼돈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다.
고등학생인 딸은 대학입시라는 이유로 계속 뉴요커 행세를 할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을 받은 딸과 초등학교 졸업장을 훈장처럼 여기는 군인 아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자신 있고 멋지게 개척되리라 생각하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뒤를 돌아다본다. 
과감하게 투자한 시간과 금전.
시간은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경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금전적 투자는 나의 몫이 아니였는가?
흔적 지우기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나의 작업이 아닐까. 

┗프레*: 자유게시판으로 옮겨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도 좋을 듯합니다. 저 자신도 한번 
행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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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졸업생이라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하는 건지... 아님 안도감이라 해야 하는 건
지...

  ┗웁*: 프레드님 자유게시판으로 옮기세요. 전 옮길 줄 몰라서... 보드카님 뭐라 안할 거에요.
┗겨울**: 피사의 사탑은 이제 기울지 않아요^^ 보드카님네도 뉴욕에서의 시간이 가족 모두에게 

큰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시니까요 울 모두에게 좋은 글이네요 ^^ 
  ┗아이스***: 그냥 자체 평가 쯤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사*: 시간은 한없이 흐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며 기억하고 추억으로 가지고 

있을 내용을 정리정돈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지운다기 보다는 추억으로 간직하다는 의미의 역설이랄까요.
┗웁*: 흔적이 어디 지운다고 지워지겠어요. 인생 화려하진 않았지만 화려해지고 싶었던 내 인생 

사십대 나의 꿈은 뒷바라지 하느라 피려다 피지도 못하고... 그래도 보드카님은 자기사업
이라도 맘대로 하지만 난 그러지도 못한답니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아이스***: 브라보 나의 50십은 더 화려하리라. 그러기 위해 나에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
죠. 외적인 멋 도 좋지만 내적인 멋을... 

┗새벽**: 뉴욕에서 계셨군요. 저도 지금 11,12학년 두 아들을 두고 아이들 대학 댐에 뉴욕에 영
주권 만들러 와있어요. 5년 됐네요 기러기 생활~ 뒤돌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부럽습
니다. 과감한 기러기 정리요. 저는 그럴 용기도 없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해보지만... 2년 후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마눌이랑 둘이서 한국에 가서 편
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 될지요. 혼자서 꿈을 가져봅니다 ㅎㅎㅎㅎㅎㅎ 

  ┗아사*: 분명 꿈은 이루어 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계획을 준비하세요. 
┗우유: "금전적인 투자는 나의 몫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글귀.... 분명 가치가 있

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의 핏줄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건(event)이 발생한 장소는 공항이다. 그것이 분거의 시작이었는지 휴

가 후의 이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스***는 아내 및 자녀와 헤어지는 상황이

다.

두 아이와 와이프는 그렇게 야속하게 떠나버렸다. 
아침식사로 간단하게 미역국이라도 얻어 먹었으니 다행인지도 모르지만,
그 날은 분명 나의 생일날이었다. 

아이스***는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야속하게’라는 부사

어이다. 아이스***는 야속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섭섭함을 드러낸다. 그것은 자신의 생

일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기억이다. 자신의 생일날 대

접받지 못하고 가족과 이별하는 이야기(story)는 극적이지만, 공항에서 생이별을 경험

하는 기러기가족의 심정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억과 서사는 서사자의 현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본 서사는 아이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기러기 생활에 대한 그의 기억은 다분히 부정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그의 기억은 공

항에 간 날이 자신의 생일날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뉴욕에 연고지를 만들어 주어서 1년에 두 번은 뉴요커인 양 브로드웨이 등을 배회하곤 했다.
브롱스나 플러싱 족은 가급적 멀리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을 즐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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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뉴욕을 다녀올 수 있었고,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이

다. 연고지가 된 뉴욕은 그에게 여행의 기회도 제공하였지만 아이스***의 목소리는

어쩐지 슬프게만 들린다. ‘그래도’라는 부사어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나름의 긍정적

측면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다. 미국에서의 휴가는 한국에 떨어져 살면서 돈을 부쳐 주

었던 자기 자신에게 제공된 혜택이다. 그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다른 부분은 ‘배회하

곤 했다’라는 서술어이다. 브로드웨이를 구경하는 그에게 진기한 것을 보는 기쁨보다

는 서글픔이 더 크다. 그는 ‘구경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기분전환을 한 것’이 아

니라 ‘배회했다고’ 자신의 과거를 회고한다. 아이스***의 여행은 감정적으로 배제된

스스로의 모습을 묘사한다. 시공간이 압축된 세계에서 기러기 아빠는 전화와 인터넷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대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기러기 아빠들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통 사회

의 가족관계에 존재하였던 유대와 신뢰가 형성될 수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국적 가족은 유대의 파괴, 그리고 친밀성의 거리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들에게 유학 비용을 제공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단란한 시간을 헌납하는

기러기 아빠는 가족 안에서 ‘주는 사람(giver)'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세계화 시

대 아버지들은 이전보다 많은 금전을 가족들에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짧아져만 갔다 (루이지 조야, 2009: 372). 때문에 분거의 상황에서 주어진

작은 기회도 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아버지됨의 행위에 딸려온 덤이다.

사업이 미사의 사탑 처럼 살짝 기울어 버렸다.
둘째인 아들은 만 4년만에 미국 초등학교 졸업장 달랑 1장 증서로 받고,
한국으로 급거 귀국하여 중학교에 편입하여 혼돈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다.

한편 기러기 아빠로서 자녀에게 경비를 대주고 1년에 두 번씩 미국에 들어가곤

했던 아이스***는 사업의 위기를 회고한다. 그의 사업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었고,

그것은 아들의 유학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아이스***의 둘째 아들은

졸업장 하나만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 했다. 혼돈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는 그의 말

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다. 아들은 미국 초등학교 졸

업장 한 장만을 ‘달랑’ 받았다. ‘달랑’이라는 부사를 통해 아버지로서 많은 것을 해주

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이스***는



- 64 -

초등학교 교육밖에 지원할 수 없었고, 아들은 ‘급거’ 귀국 해야 했던 것이다.

고등학생인 딸은 대학입시라는 이유로 계속 뉴요커 행세를 할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을 받은 딸과 초등학교 졸업장을 훈장처럼 여기는 군인 아들. 

한편 아이스***의 큰 딸은 사업의 위기 이후에도 대학입시를 위해 뉴욕에서 머

무를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딸과 아들이 미국에서의 교육경험을 ‘훈수’처럼

여긴다고 표현한다. 자녀들에게 미국에서의 교육은 자랑할 거리이다. 스스로의 경력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녀들을 보며 아이스*** 또한 아버지로서의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듯하다. 아버지로서의 그의 과거는 힘들었지만 현재는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말이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자신 있고 멋지게 개척되리라 생각하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뒤를 돌아다본다. 

자녀들의 인생이 멋지게 개척될 것이라 믿는 그는 기러기 생활을 끝낸 영웅이

다. 분거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이 재결합한 지금, 아이스***는 세계와 조화를 이룬 희

극 영웅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뒤를 돌아본다는’ 그의 목소리는 비

극적으로 들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스***는 또 다른 비극적 갈등(tragic agon)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 있고 멋진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과 자신의 모습

이 대비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대조적 위치는 그가 가족들과 완전한

화해(reconciliation)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방해는 자신의 과거 행위를

성찰하게 하고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비극이

투쟁하게 만드는 요소를 폭로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아이스***는 또 다른 비극에 빠

져버린 셈이다. 그 비극을 인식하고 그는 다시 투쟁을 채비한다.

과감하게 투자한 시간과 금전.
시간은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경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금전적 투자는 나의 몫이 아니였는가?

그는 과감하게 금전과 시간을 투자했고 그것이 자발적 의지였다고 고백한다. 하

지만 그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며 어쩐지 모르는 서글픔을 느끼고 있

다. 분거 생활의 고통은 자녀들의 경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투자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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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즉각적인 반대급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기억과 재현의 실천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하지만 세계화된 환경에서 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은 엄청났고 이는 중년

의 그에게 정체성의 문제로 되돌아 왔다. 분거 당시에 위기와 시련을 겪었지만 분거

이후에도 고통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스***는 자녀와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더 이상 자녀들과 자신의 삶을 동일

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시간은 자녀들의 경험으로 보상 됐다는 그의

말에서 나타난다. 아이스***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둥지를 떠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부모들에게 정체성의

위기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 자녀의 장성 이전까지 미혼의 자녀들과 공동체를 이루

며 거주했던 부모들은 가족적 단위로 삶을 영위하고 교육투자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성장이후 부모들은 관계적 자아로부터 해방될 것을 요구받는다. 자녀들의 상

황이 변함에 따라 부모에게 그것이 강제되기도 하고 부모 스스로가 먼저 새로운 정체

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이 선후 관계가 어찌되었든 한국 사회에 기본적

으로 내재하는 가족적 가치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정체성 분별 과정에서 혼란을 겪

을 수밖에 없다. 부모라는 역할을 가진 내가 아닌 아이스*** 자신은 존재하는가. 그는

다시 비극서사를 맞이하며, 존재적 갈등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자녀가 장성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지만, 초국적 가족

의 경우 그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더 일찍 발생하게 된다. 기러기 아빠와 자녀의 거

리는 멀고 이는 친밀성의 거리를 확대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적 지우기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나의 작업이 아닐까. 

그는 흔적을 지움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비극적 상황에 맞선 또 다른 투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의 투쟁은 관

계적 자아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노후 준비를 암시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다짐이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적어도 체념의 정서는 아니라는 점

에서 또 다른 전략을 도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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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지속적인 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아이스***는 졸업 기러기가 된 후 자신을 부모됨과 분리시키

며 관계적 자아에서 해방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음의 글은 아이스***가 졸

업 기러기가 된 후에도 여전히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2010. 3. 19 ID: 아이스*** 제목: 졸업생 일기 중에서>  
기러기 생활을 완전 청산해서 과거의 내적인 갈등과 고통은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묻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와 나만의 여유가 찾아오리라고 확신했는데, 
또 다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나의 시련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과 결혼.
즐겁게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들 세대처럼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가는 능력이 부족한 나의 자식들에 대한 우려는 나만의 문
제인지 아니면 우리사회가 앉고 있는 숙제인지?
우리 부모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을 생각하며 우리의 어머니를 돌아보게 해주는 아침입니다. 

┗ 필* : 기러기의 끝은.. 결국 또 다른 도전이 사작되는 아침인가요.. 그래도 빨리가고 싶습니다.. 
그 곳까지.

┗ 요**: 동감입니다.. 학업을 마치니 취업과 결혼이라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중대사안이 있
더군요... 이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모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 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식들 문제라기 보다 너무 똑똑(?)해진 
부모들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그
런지 그저 자식들을 믿고 밀어 주셨기에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 가는 능력을 배
워가며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선 좀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는 미명아
래 도와주고, 챙겨주고, 찍어주고... 

┗ ser****: 아*님 말씀 동감합니다^^
                   특히 엄마들의 보살핌이 좀 지나친 경향이 있더라구요

┗ 아사*: 자녀 인생에서 이끌어 가는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자기선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
모는 이를 지켜보고 자신 노후 인생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남자는 군대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아이스***: 백배 동감입니다. 군입대한 아들 보고 왔습니다. 

아이스***는 기러기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

기러기 생활을 완전 청산해서 과거의 내적인 갈등과 고통은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묻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와 나만의 여유가 찾아오리라고 확신했는데, 

그에게는 갈등과 시련이 존재하였지만 현재 그것은 추억이다. 이어지는 서사를

통해 그가 경제적 정서적 여유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서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는 사회적 강제이자 가족의 책무를 덜고 해방되려는

투쟁의 서사를 선보였다.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가장 큰 의무인 자녀 교육을 끝마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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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또 다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나의 시련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과 결혼.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시련’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녀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아이스***의 시련이다. 아이스***에게 그것은 취업과 결

혼이다. 그가 서사한 ‘시련’이라는 단어를 통해 해방의 가능성은 다시 추락한다. 그는

부모로서의 운명적 짐을 스스로 떠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가 서구보다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인 한국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

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고 부모는 자녀의 앞날에 더 많

이 관여한다 (도현심 외, 2005: 183). 국내의 연구의 결과 중년기 부부의 가장 큰 관심

사 및 당면 문제는 자녀의 진로문제, 대학진학 문제,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로 나타

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자, 1991; 도현심 외, 2005: 183

재인용).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성장해 온 자녀, 속칭 마마

보이들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2010년 9월 13일, 경향신문). 대학 졸업 이후에도

주거 및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거나 결혼 및 결혼 이후의 삶에서도 자립성을 보이지

않는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개는 이러한 세대를 낳은 원인으로 부모의 지나

친 보호, 즉 분별없는 사랑이 지목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을 힐책하기에

앞서 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스***의 본

서사를 통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즐겁게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전 서사에서 아이스***는 부모로서의 정체성보다 개인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

였다. 하지만 그의 다짐과 달리, 아이스***는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는 여전히 자녀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즐겁게 다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반가운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풍자적이다.

풍자는 기본적으로 분열(diremption)의 드라마이다. 인간이란 결국 세계의 주인이기보

다는 노예라는 평가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의 의지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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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헤이든 화이트, 1991:20). 아이스***는 세계를 설명하려는 의지, 그리고

희망을 찾으려는 의식 속에서 다시 기존 질서로 복귀하는 제스쳐를 취한다. 그는 자

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질서에 아이러니하게 순응하는 것

이다.

우리들 세대처럼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가는 능력이 부족한 나의 자식들에 대한 우려는 나만의 문
제인지 아니면 우리사회가 앉고 있는 숙제인지?

한편, 부모 세대와 달리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자식들이라고 관계를 설정하

며 그는 희극 서사를 전개한다. 그는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비극적

시련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성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는 희극 영웅으로서

자녀의 삶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부모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을 생각하며 우리의 어머니를 돌아보게 해주는 아침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부모를 떠올린다. 아이스***의 자의식은 다분히 관계적인데,

여기에서 그는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급해 본다. 자기 자신이

가진 역량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됨의 숙명이라는 것을 직감하려는 듯 하

다.

요약하면, 기러기 아빠는 분거 생활을 종료하고 나서도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

다. 그것은 자녀들의 성장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다. 기러기 아빠는 자녀에게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느낀다. 이와 같이 기러기 아빠의

고통과 상실은 비극서사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시 희극서사를 통해 승리와

극복의 의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2.3 인터넷 공간의 활용

커뮤니티에서는 번개모임으로 명명되는 사적 모임이 활발히 전개된다. 다음의

글은 번개 모임을 한 직 후에 아이스***가 직접 남긴 글이다. 자신의 감상이 주가 되

는 글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는 다소 적지만, 아이스***의 ‘성찰적 자아’가 다분히

묻어나는 서사이다. 졸업 기러기로서의 여유보다 진행형 기러기에 대한 공감과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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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다.

<2010년 9월 29일 ID: 아이스*** 제목: 회상>
퍼프님 번개모임으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많은 기러기 님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은 조금 양보하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져 열심히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위해 무단히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8개월 차부터 아직도 진행 중인 8년차 까지... 그래도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졸업 기러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분들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언젠
간 종착역에 도착해서 짐을 꾸리고 하차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우리들의 모습
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되도록 바로 지금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랑합니다. 

┗ha***: 우리도 모두 아이스***님 사랑합니다. 대단한 추진력으로 회원님들 마니마니 기쁘게 해
주세요. 
   ┗아이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 처음 뵌 것 같은데,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늦게 참석하고 또 급히 내려와서... 다
음에 기회되면 많은 대화 나눌 수 있기를...
   ┗아이스***: 더 좋은 시간을 위해 조금 아껴주시자구요....
┗an***:어제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토끼띠라고 하신거 장난이시져?...ㅎㅎ
   ┗아이스***: 아*님~ 아이디가 그렇게 불려지는 걸 어지할까요. ㅎㅎㅎ 
┗퍼*: ㅎㅎ 아이스***님 늘 유쾌하시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마력이 있으신 거 맞죠???? 천
만 번 땡큐입니다...
   ┗아이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한번 더??? 
┗bra******: 힘들어하는 신참에게 격려되는 내용이네요～ 항상 넉넉함을 보여주시는 아이스***
님, 다음 번 산행에서 뵐게요. 
   ┗아이스***: 운동 열심히 해서 6PACK으로 좋은 작품 만들어 봅시다. 
┗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가 졸업기러기 되겠죠.. 
   ┗아이스***: 번개에 못뵈서 아쉬웠지만 금주 산행에서 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기러기 졸업하면 보드카님처럼 밝은 모습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
면 누구든 좋아할 겁니다. 
   ┗아이스***: 반갑습니다 선배님.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위하여...
┗웁*: 그래요 보드카님! 우리 모두 기러기 졸업할 그 날을 향하여... 파이팅 합니다. 또한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합류를 기다리던 올드 기러기... 넘 방갑습니다 ㅎㅎ 
   ┗아이스***: 산방에서도 반겨주세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뵈서 좋았습니다.
┗ged*****: 처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글구 자주 오셔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
다...
   ┗아이스***: 네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님! 온라인상으론 낯설지 않은데 나하고 실물대면은 처음이죠. 반가웠구요.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졸업 기러기의 여유로움과 성공한 모습이 눈에 보여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졸업 
기러기라고 뒷전에 계시지 말고 날고 있는 기럭들에게 좋은 경험담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스***: 부끄럽습니다. 
┗blu***: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졸업방 식구가 되었네요. 오프라인에선 처음 뵈었는데 넉넉
하신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스***: 졸업 기러기방에 자주 놀러오세요. 아름다우신 블루*님. 

퍼프님 번개모임으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많은 기러기 님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은 조금 양보하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져 열심히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위해 부단히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위 서사는 이 모임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할 정도로 개인들

간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임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구성원들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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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노력 한다. 다음에 전개되는 발화를 보면, 아이스***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

상, 즉 청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기러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8개월 차부터 아직도 진행 중인 8년차 까지... 그래도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졸업 기러기가 된다는 사실
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이스***는 8개월 차가 되었든 8년 차가 되었든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기러기

가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러기 생활의 유경험자가 현역 기러기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만이 아니며, 아픔을 안고 있는 진행

형 기러기에 대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이다. 아이스***는 ‘종착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독려한다. 그 사실 때문에 기러기들은 현재 힘을 낼 수 있다고 격려 한

다.

아이스***는 진행형 기러기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아이스***에게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기러기를

끝낸 그에게 과거의 시간은 여전히 응고되어 있는 산 경험이다. 삶의 조건은 변해버

렸지만 지나간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회고하여 조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투자는 미래지향적 가치관 때문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한편, ‘졸업을 기억하라는’ 구절은 미래 지향적 기획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

하는데 유용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시작이 ‘미래’때문이었기에 기러기의 ‘끝’도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밝은 내일’을 끊임없이 기획하며 아이스***는 극복의 전

략을 펼친다.

나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중인 모든 분들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스***는 진행형 기러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한다. 댓글에 따르

면, 아이스***는 선배기러기이다. 선배로서 경험을 선취한 아이스***는 자신이 어려움

을 극복했던 노하우를 일러줌으로써 후배 기러기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이들은

각자 자녀를 보낸 국가, 나이, 경제적 상황은 다르지만 가족끼리 떨어져 생활 한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에 서로의 경험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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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의 글에서 알 수 있듯, 게시글들은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킨

다.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이점은 이와 같이 댓글을 통해 하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연

쇄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의 게시글은 공감과 격려의 말을, 때로는 색

다른 조언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기러기 아빠의 게시글은 어느 한 사람만의

경험이나 정서가 아니라 ‘우리’로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이 된다. 특별

히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본 커뮤니티의 경우 그러한 상호작

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커뮤니티란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단이다. 공동체적인 공통의 거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호작용, 다양한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구성원의 지속성의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김

경희․김주희, 2004:9). 이에 따르면 다양한 구성원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이 커뮤니티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해서는 아이스***가 후배 기러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이스***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후배기러기들을 격려하고 후

배기러기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상담과 위로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커

뮤니티는 배제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곳이며, 경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

간이다. 이들은 사회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부담스러운 시선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은 차이성이 아닌 동질성으로 정체화되

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

보다 평범한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2010년 4월 17일 ID: 아이스*** 제목: 졸업 기러기 방가웠습니다>
2002년 가입 후 처음 참석하는 기럭방 모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던 많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던 
분들을 뵈어서 너무 행복하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모든 기럭님들에게도 언젠가 우리와 같은 날이 있으
리라 믿습니다. 그때 서로에게 인생의 한 시절을 같이 절절히 공유했으므로, 행복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
게 말할 추억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오신 기럭님들과, 8년 전을 아련히 떠올리게 
해주셨던 오리지날 기럭님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특히 아사*님, 평*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모임 이후 소감을 전달하는 이 게시글은 앞서 발견된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재확인시켜 준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던 많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던 분들을 뵈어서 너무 행복하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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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던 순간들’이라고 자신의 기러기 생활을

회고한다. 가슴이 저려왔다는 그의 표현이 당시의 어려움을 전달해 주는 것 같다. 시

공간의 한계로 분거하는 가족들이 채워줄 수 없는 감정의 공백은 이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구성원들은 동일한 시련을 겪기 때문에 ‘하나의 동질

감’으로 결합할 수 있다. 서구의 커뮤니티가 공동체 내에서 개별적 인자를 중시하며

약한 유대의 공동체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커뮤니티는 이와 같이 집합적 이익을 가진

공동체로 작동한다.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 집합적 이익은 실현될 수 있다(Smith et al., 1997; 김경희․김주희, 2004: 12, 재인

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관계가 제한적이라는 입장과 달리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면대면 관계나 컴퓨터매개 의사소통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면대면에서와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Walther, 1992; 이성식․전신현, 2009; 115 재인용). 그 이유는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관심을 가지며, 둘째,

익명의 상황에서 긴장을 풀고 자신을 노출하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비

동시적 매체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표현하며 선택적

자기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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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심층 면접으로 접근한 기러기아빠의 정체성

제 1절 ‘기억과 재현’의 수직적 구현 주체

본 절은 한 명의 기러기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로 채워진다. 연구자는 4명의 기

러기 아빠와 2명의 엄마를 인터뷰 하였다.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을 묶어내기 보다는 한 명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기술해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적극적 의지이든, 기회가 닿아서 이든 이들은 서로 다른 이

유로 기러기 생활을 시작했고, 이겨냈으며 끝마쳤다. 인터뷰를 수행하였던 연구자에게

이들의 삶은 흥미로우면서도 서글픈 이야기로 펼쳐졌다.

이러한 글쓰기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인데, 첫째는 특별히 한 사례가 계급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에 가장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층화된 사회에 배태되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

의 삶은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 어렵고, 서로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6가족의 삶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경험을 이

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다. 둘째는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분

절적으로 가공(加功)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삶의 사건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때로 미묘한 연결성을 갖는다. 삶의 한 국면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하루, 한 달 전, 때로는 어린 시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행위는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 그리고 우연적 사건에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는 전인격적인 인생에 대한 이해를 수

반해야 한다.

이들과의 대화는 중산층 기러기 가족의 삶, 특히 기러기 아빠들의 삶 경험을 이

해하는데 유용하였다. 기러기 아빠들은 기억과 재현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니면서도,

새로운 시대 앞에서 적응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재차 언급하듯 여기에 제시된 소

수의 아버지들은 기러기 아빠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개되는

아버지는 본 연구가 설명하고자 하는 중산층 기러기 아빠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소중한 표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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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된 생애사’는 재현의 서사성을 지닌다. 따라서, 복합적인

생애체험을 통해 우리는 사회상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희영, 2007: 98). 물론 연

구자가 진행한 심층 인터뷰는 ‘기러기 아빠’들이 경험한 생애체험을 완전히 담아내기

에 역부족이었다. 질적 방법으로서의 구술사나 생애사는 오랜 기간 구술 주체와의 접

촉을 통해 일상의 복합성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또한 체험에 대한 구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자료이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구술 자료의 유효성과 신

빙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사실과 매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희영,

2007: 104).

본 절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중산층 기러기 아빠들의 특징을 스케치하고 그

들의 삶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들 삶 체험은 사회 문화적 규범과 함께 세계화라는

현실 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필리핀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냈던 한 아버지

가 처한 생의 조건과 그가 겪었던 감정 및 인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5.1.1 기러기 아빠의 책임

연구자가 인터뷰한 박정찬씨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중산층 기러기 가족의 삶

을 보여준다. 박정찬씨의 삶은 그가 처한 개별적 상황으로 인해 일반화가 쉽지는 않

다. 하지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인식에 따라 그의 삶은 풍부한 사회

학적 의미를 가진 저장고가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가장의 삶이 개인과 사회가

조우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박정찬씨는 2010년 당시 46세로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업에 전념하는 사업가였

다. 인터뷰는 인천에 위치한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토요일 오전엔 손님이

없으니 사무실로 찾아오라는 전화 상의 목소리를 통해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보낼 때가 제일 힘들었죠. 개인적인 사업도 힘들었거든요’ 라는

그의 첫마디를 통해 자녀 유학 당시 박정찬씨의 사업이 여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2008～9년 2년간 두 아들과 아내를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고 매달

500만원을 송금한 기러기 아빠였다.

박정찬씨 가족은 소득 면에서 확실히 중산층 이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하

지만 한때 사업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박정찬씨 가족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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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특권 계층이라기 보다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이범수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넉넉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

러기 생활을 하는 부유한 기러기 아빠였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에게 900만원

이상을 매달 송금하며 연 소득 4억 이상을 자랑하는 자산가였다. 그는 스스로를 일

년에 대 여섯 번씩 드나드는 ‘독수리 아빠’로 명명하였고,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자신

감 있는 목소리로 답하는 등 독립적인 정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

였던 이진숙씨 역시 남편이 교수였던 탓에 한국에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 년에 4개월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이나 외로움을 느

낄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경제적 여건 때문이든, 사회적 지위 때

문이든 기러기 가족 내에서도 이와 같이 삶의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기

러기 아빠를 ‘펭귄 아빠’, ‘기러기 아빠’, 그리고 ‘독수리 아빠’로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펭귄 아빠도 실은 한국사회에서 남부러운 소득과 안정적 직업을 가

진 중산층이지만, 기러기 무리에서는 하층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기러기

생활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러기

생활의 성패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고소득인 전문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역설적인 것은 한국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 가정도 ‘기러기 가족’을

선택함으로써 힘겨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유 있게 국경을 가로지를 수

있는 교수나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고서는 기러기 가족은 오히려 슬픈 펭귄 아빠를 낳

기 쉽다. 연구자는 박정찬씨의 경우를 통해 ‘독수리 아빠’가 아닌 평범한 기러기 아빠

들의 이야기를, 또는 펭귄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월 500만원들었어요. 세 사람 갔는데 안든 거죠. 실제로 와이프가 쓴 게 월 300정도 썼나. 집 숙소 렌트
비 들어가는 하고 애들 학비랑 나머진데. 애들 학비가 일반 로컬이기 때문에 학비 아주 싸잖아요. 그다음
에 영어선생님해서 한 두시간씩 받으니까. 현지에서 필리핀 대학 다니는 거니까. 고게 다니까 오히려 국내
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보다 싸게 먹혔죠.”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그는 매달 500만원을 송금했지만, 세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300만원이었

을 정도로 한국에서 보다 생활비와 교육비가 적게 들었다고 했다. 알뜰했던 아내 덕

에 박정찬씨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유학시킬 수 있었고, 여기에는 아내

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그의 사업이 늘 번창한 것은 아니었기에, 기러기 생활은 한

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아내의 바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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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박정찬씨의 의지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

유학의 동기에 대해 박정찬씨는 ‘자녀들이 원해서 가게 됐다’라고 답하였다. 그

는 영어 학습 그 자체보다는 견문을 넓히게 하려는 욕심이 컸다고 말했다. 시작은 자

녀들의 의지에서 비롯되었고, 어머니들의 지원으로 힘을 받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아내가 교육형 매니저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자녀의 교육에 100퍼센트 올인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

하였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탓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한

다는 것이 박정찬씨의 설명이었다. 박정찬씨 스스로도 자신은 자녀의 교육에 집착하

지 않는 다고 표현하며, 오히려 아내 쪽의 교육열을 강조하는 듯 했다.

일반 필리핀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지금 두 자녀는 영어를 터득한 상태라

고 한다. 교육열을 아내의 것이라고 서사한 것과 달리, 그 스스로도 자녀들의 향상된

영어 실력에 만족스러워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박정찬씨는 자녀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기대’는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스스로 경

제적으로 지원할지언정 그 결과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박

정찬씨는 축구선수가 꿈인 둘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

그는 어쩌면 부모로서만 살아갈 때 의존적이 될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도 모른다.

이러한 박정찬씨의 삶은 기러기 아빠로서 유학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열심히 사업

을 꾸려가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 비용이 조금 많아졌다는 것에서 차이

가 있지만,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아버지상과 중첩되는 부분이

라고 볼 수 있다.

5.1.2 선대에의 기억과 보답의 의무

초반에 박정찬씨에게 필리핀 유학으로의 동기를 물었더니, 그는 힘들었던 당시

의 사업 상황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도 애들 교육에 아빠가 힘들어 하는 것 보여주기 싫어서 오케이했어요. 저도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
이 힘들어 하면서도 해주셨고...”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그의 말은 아버지로서 못내 내보일 수 없는 책임, 또는 마음의 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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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찬씨는 자녀 유학 비용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그가 사업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 또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찬씨는 그의 부모님을 회고하며 그 부양의 의무를

당연하게 자청하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40년을 장사하셔가지고. 7남매에 장남이다 보니까는 가족들을 다 먹여살리신거야. 장사하
신 모습만 본거죠. 그 당시도 대학 공부를 서포트해주시고..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그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remembrance)은 장사하는 부모님으로 남아있다. 장사

하는 모습만 바라보았던 그의 기억은 족히 40년을 채운다. 한국사회가 발전도상에 있

었던 시절, 부모님 세대는 경제발전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 적응해야 했으면서도

일가를 꾸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근면’과

‘장시간 노동’의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 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

시에 미시적으로는 일가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공동체적 규

범의식이 작동하였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다던’ 부모님

의 모습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

적 측면에서 볼 때, 남성은 가부장으로서 가족 공동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계를 꾸

리기 위한 노동을 하였다.

박정찬씨의 아버지는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였다. 그것은 가

족 공동체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또한 박정찬씨의 아버지는 자녀의

계층이동과 더 나은 삶을 약속하기 위해 대학 교육에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

회에 ‘도구적, 실용적 가족주의’가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투구의 경쟁적 상황

에서 가족은 투자할만한 믿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이는 사회 내에서 경쟁의 단위

가 개인이 아닌 가족이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따라서 ‘도구적, 실용적 가족주의’

는 전체 사회와 가족의 상호작용을 설명해 주는 효과적 개념이다. 한편, 다음의 인터

뷰 내용은 도구적, 실용적 가족주의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모님 모습 속에서 객관적으로 남들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최소 받은 만큼 해줘야 
되는 거에요.”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박정찬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남들보다 많이 받았던 혜택’을 떠올린다. 박정찬씨

의 응답은 그가 부모를 관찰하며 습득한 부모됨의 방식을 보여준다. 자신의 부모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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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며 박정찬씨가 느꼈던 것은 고생스러움과 억척스러움이지만, 그는 어느새 ‘최소

한 받은 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보답의 의무’를 느낀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다시 이

를 보답하려는 의무감을 낳게 된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이를 미래에 재현하려는

수직적 정체성이 작동함을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동체 내에서 살아간다는 것

은 구성원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역할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아버지로서 박정찬씨가 느끼는 자녀에 대한 ‘의무’는 사실 그의 부모의 삶을

통해 먼저 발현된 것이었고, 그에게 그것은 ‘부모됨의 본보기’와도 같다. 함께 살아가

면서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 훗날의 ‘부모됨’을 이미지화하고 자연스럽게 역할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박정찬씨는 일정정도의 혜택을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고 이러

한 투자에 대한 보답의 의무감을 자연스레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전술한 ‘도구적, 실용적 가족주의’는 사회 내에서 가족이 강력한 행위자로 작동

함을 전제하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적 관점의 ‘가족주의’는 가족 내 구성원을 행위자

로 보아 그들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가족 내에서 부모는 왜 자녀

에게 재화를 제공하려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자원동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물음에

문화적 관점의 가족주의는 공동체적 규범 때문이라고 답해 줄 수 있다. 선대에의 기

억과 재현의 실천은 규범의식을 낳고 이것은 세대를 통해 전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 기러기들의 부모가 가졌던 공동체적 수직적 규범은 기억과 재현을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옮아간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자녀 일체감

(최양숙, 2005)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재

화를 댓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체감이란 자신을 자녀와 동일시하

는 것이고, 이것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통체적 인식

을 내면화한 기러기들은 부모의 넉넉함을 기억하기에 자녀들에게 댓가 없이 주는 행

위(giving behavior)를 할 수 있다.

“부모입장에서는 대학하고 집 까지는 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막혔을 때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하고 부모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는 사고의 차이인데 여유로움의 차이라고 해야 하나.......” (박정찬, 기러
기아빠, 46세) 

어디까지 자녀를 지원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박정찬씨는 위와 같은 답을 남겼다.

부모가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사고의 차이라는 그의 응답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전에 이루어 졌던 그의 대답과 결부시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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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버지됨의 의무는 기억을 통한 전승과 재현을 실천함으로써 완수될 수 있다.

한편,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다’는 그의 응답을 통해

경쟁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사회 변동 속 적응

의 문제, 경쟁의 전략으로서 ‘도구적, 실용적 가족주의’개념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러

한 그의 관점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동물인 개별 동물들이 그 사회 속에서 최소한 근사치로 가려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에요. 직장에
서도.. 가정이라는 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부모는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해 줄 수가 없는 게... 아니면 애가 상처를 입어요. 실지로 교육비는 투여되는 돈이 있는 사
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갭차이가 안 나거든요”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박정찬씨는 사회적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 했다. 가족이 사회에서 생

존할 때에, 서로 비슷한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부모는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

에 없다. ‘애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은 소위 ‘지지 않기 위해,

기죽지 않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다. 정글과 같은 사회 환경이

부모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외부’ 조건이라고는 말이다. 그리고 지위 경쟁 속에서 서

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자녀에게 주는 행위, 즉 투자를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적 실용적 가족주의’가 박정찬씨의 ‘자녀에 대한 주는 행위

(giving behavior)’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머니를 기꺼이 열게 하는

동기는 그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된 경험에서 비롯된다. 아버지됨은 은혜에 대

한 기억과 재현에의 의무감이 그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정찬씨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되갚고 싶어한다.

상기해야 할 점은 인간의 행위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이해는 이를 유발시킨 다차원성에 대한 이

해로 나아가야 한다. 부모의 ‘주는 행위’가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은 경제

적 인간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또 공동체에 속한 인간이기에, 개별적

차원에서 비롯된 동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동기들은 서로 배타적이라

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각각을 인정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 내 ‘교환’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실천은 부모의 자녀 투자

행위를 문화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가 작동하는 원리는 일반화된 호혜성

(generalized reciprocity)이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류학에서 일반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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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은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

원을 제공하는 일방향적 교환을 말한다. 이러한 부등가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가치

나 도덕이 교환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서 박정찬씨는 두 자녀와 아

내의 필리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 스스로 자녀들 교

육에 집착한 것은 아니라 단언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책임감은 그가 소

위 ‘희생’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없어요. 보답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선택해서 돈 많이 벌든 들 번든 재밌게 
살고 쭉 해나갔으면 좋겠다. 애들의 성공은 본인이 가장 기뻐서 한 것일 테니까...댓가를 받을 수 있는 것
들은 없잖아요.”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위와 같은 말을 통해 박정찬씨는 ‘미래에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의

사를 표시했다. 즉시 자녀로부터 보상이나 답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박정찬씨는 물

질적, 정서적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마샬 살린스 (Sahlins, 1972)의 일반화된 호혜성

(generalized reciprocity) 개념은 두 주체간의 교환이 등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정찬씨는 보답의 의무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댓가가 없

어도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기러기 아빠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자녀를 지원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박정찬씨는 자녀의 대학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나

아가 두 아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앞서 가계의 교

육비 부담에서 살펴본바 한국의 대학생들은 70 %가 대학 등록금을 부모로부터 지원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서구와 구별되는 한국 가족의 독특한 지형으로,

세대 간의 수직적 의무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범수씨는 재산

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지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바

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의 응답은 단발적인 보상이나 효과보다 자녀의 미래에 장

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와 같이 기러기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해 막중한 수직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한다. 이것은 자발적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강제된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존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은 인간사

의 보편적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상기한다면 기

러기 아빠에게서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수직적 책임은 사회적으로 강제된,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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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작동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의 행동

과 아버지들의 정체성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수직적 주체의 친밀성 위기와 극복

5.2.1 친밀성의 위기

수직적 주체로서 ‘기억과 재현의 의무’를 다하는 기러기 아빠는 이내 친밀성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즉, 시공간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수평적으로 맺어진 유대관계

가 붕괴되고 친밀성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안정성은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인생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정체

감이 만들어진다는 말이다(기든스, 2001). 박정찬씨의 예를 들어 보면, 그의 자아 정체

감과 안정감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한 상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외로움) 혼자 있으면 안 느낄 수 없는 거 없잖아요. 주말 같은데 혼자 일어나면 좀 답답하죠. 불 꺼진데
서 강아지 하나 갖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일주일 집 빨래 하고, 청소해놓고 아예 건드리질 
않는 거죠. 식사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날 밖에서 다 하니까 사무실 나오면 차라리 딴 생각은 안들 잖아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편한 면이 있죠. 제가 자유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할 수는 없었
으니까.” (박정찬, 46, 기러기 아빠) 

박정찬씨는 두 아들과 와이프가 필리핀으로 떠나고 주중에 자신을 반겨준 것이

오직 ‘집의 강아지’라고 대답하였다. 주말에는 빨래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주중에는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아예 늦게 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답변이었다. 잡념

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사무실에 나온다는 말을 통해 그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명의 발전 속에서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멀리 떠났고 부모와 자식들은

멀어져왔다 (루이지 조야, 2009: 372). 기러기 가족의 경우는 세계화가 가져온 시공간

의 압축성으로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경우이다. 세계화 시대 기러기 아

빠들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재화를 제공하였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더욱 짧아졌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모으지만 자녀들의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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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루이지 조야, 2009: 372). 시공간의 거리

가 멀어진 세계화 시대에는 사적 영역인 가족 내에 전통적인 유대감이 사라졌다. 과

거 전통 사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이 존재하였고, 이것은 가족이 유대와 결속

을 유지하게 하였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 기러기 가족의 구성원은 그러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다.

세계화와 같이 추상화된 세계에서는 개인적 신뢰관계가 제공하는 상호성이나 친

밀성이 제공되기 어렵다. 추상체계는 비인격적인 원칙들에 대한 믿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박정찬씨에게 삶은 인터넷, 전화, 이메일로 표상된 것이다. 빠르게 질주하는

세계에서 박정찬씨는 매달 500만원을 송금하지만, 그가 받는 피드백은 아내와 아이들

이 장성하는 모습일 뿐 대인관계의 상호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분거

기간이 7년으로 장기화되어 가족 내 친밀함의 영역에서 배제된 기러기 아빠 노선욱씨

는 ‘다시 선택한다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한다면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선택하겠다’라며 분거 생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대해) 아주 대단히 부정적이거든요. 긴 시간을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은 괜찮
다고 생각해요. 2년을 안 넘겼으면 좋겠구요. 제가 가끔 한 달 씩 20일씩 일 년에 두 번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을 때 느끼는 가족에 대한 느낌과 그때 만나는 가족과 집에서 화상으로 만나는  가족은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특별
히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 뭐라 말씀드리긴 그런데 차라리 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집안에 같이 있는 것이 도구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대화를 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게 결론이 
에요. 아무말없이 같이 모여서 티비만 멍하니 봐도 낫다 라는 생각이에요...근데 아이가 우리 아이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부모라는 게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하고는 원체 
스킨십도 많고, 애가 아빠도 좋아하고 그 마음이사춘기를 넘어서도 변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7년 정도 떨
어져 있었고, 저는 다른 문화권에 갔던 거라 저랑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제가 결코를 이해를 시켜줄 수 없는 또 아이
가 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더라구요.”(노선욱, 46세, 기러기 아빠)

그는 “일 년에 두 번, 20일씩 휴가를 가고 늘 화상 채팅을 하지만 대화를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대인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속에서 컴퓨터 스크린과 문자 메시지로 추상화된 관계는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아무말 없이 티비만 봐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낫

다는 말은 테크놀로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잦은 화상 대화보다 짧은 시간

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노선욱씨가 언급한 문화적 차이는 기러기 아빠가 자녀와 소원해질 수 있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파티 문화는 이미 청소년 층에도 확산되어

있다. 노선욱씨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딸과 말이 잘 통한다고 안심하는 눈치였지만, 예

전과 달라진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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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자녀의 사이는 그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세계화 시대 시공간의

격차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5.2.2 아버지됨의 정체성

자녀들의 삶을 말할 때와 달리 박정찬씨의 삶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그의

표정은 자못 심각해 졌다. 실제 그는 중년의 나이에 3개월 정도 방황을 한 경험이 있

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지닌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가장으로서의 역

할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자아에 대해 스스로 되묻기 시작하였다.

“서른아홉 때쯤인가요. 나는 뭐지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방황을 하게 됐는데.. 
나는 뭐지 우리 와이프는 뭐지. 개인적인 가치관은 뭐지..라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냐. 나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냐.. 이거는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다.. ”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어려움에 대해 듣고 싶다는 이야기에 대해 박정찬씨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

했다. 마치 정답을 이야기하기라도 하는 듯 박정찬씨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토해냈

다. 그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뒷바라지 했지만 자녀와의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적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허무해져 버린 중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

는 듯 했다. 자녀가 모두 성장해서 집을 떠나고 두 부부만 남게 되는 것을 ‘빈둥지 시

기(empty nest stage)'라고 한다. 자신의 삶을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

니 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Grambs, 1989; Kalish, 1989; Lewis,

Volk & Duncan, 1989; 도현심 외, 2005: 183 재인용). 한편, 이 시기에 어머니보다 아

버지에게 더 힘들다는 지적도 있는데 자녀가 어릴 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단 중년 기러기 아버지들의 문제

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자녀 교육 투

자와 돌봄이 특별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버지들의 중년은 서구와도 다른 의미를 갖

는다.

박정찬씨는 당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남들만큼 가족을 잘

지원하고 책임지려는 아버지들의 욕심은 스스로를 일하는 기계로 내모는 결과를 낳는

다. 그는 자신의 일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문해 보았다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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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당신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다. 자식들 한테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야 될 건 있지만 본인 나중
에 자식들 떨어져 나가고 부부간에도 친구같이 지내게 될 때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돈 버는 기계냐 라는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어요.”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이러한 그의 문제제기는 아내와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찬씨는 자녀와

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는 부모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이

다. ‘나는 돈 버는 기계냐’라는 그의 말은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내 경제적 책임은 가장의 몫이었

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자의식을 갖게 된다. 전통적인 가부장권은 아버지가 브레드위너(breadwinner)

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신, 가족 내의 권위를 제공하였다. 유교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

가부장권은 아버지가 ‘조금 덜 성공해도’ 권위를 제공하였다. 유교적 가치가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가부장에게 권위를 공

짜로 제공하지 않았다. 발전 이데올로기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했을 때’ 권위를 가지

고 유대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생산하였다. 이로 인해 아버지들은 사회에서 성공

해야 한다는 자의식을 갖게 된다.

박정찬씨는 자식들이 출가하고 와이프와 둘이 남게 될 자신들의 미래를 함께 걱

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는 박정찬씨의 문제

의식은 ‘친구로 남아야 할’ 둘의 미래를 예견한다. 한국의 가족이 역사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의 고민은 ‘박정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들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나 와이프나.. 나의 정체성은 뭐냐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사업적 측면에서의 돈을 떠나서 성공을 하
자. 그 성공은 나의 성취다.. ”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한편, 서구와 달리 서정적 가족이 정착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박정찬씨는 자

기의 정체성을 일에서 찾고자 하였다. 서구의 경우, 부부간의 친밀성이 중심이 된 서

정적 가족이 현대 가족의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중한 노동시간과 노동시장

에서의 경쟁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보낼 절대적 시간을 감소시켰고, 이는 부부간에

친밀함을 형성시킬 기회를 빼앗아 갔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찬씨 또한 가족 내 자신

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 아버지로서의 자아와 개인의 자아를 분

리시키고 동시에 배우자와의 관계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친밀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박정찬씨는 사회적인 인정과 성취를 통해 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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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고자 하였다. 그것이 그에게 정체성 마련의 한 돌파구로 여겨졌다.

“다시 일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여행이에요. 50세 넘어서 하기로 하
고. 지금은 지금 일에 충실하자.”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어렵게 다시 입을 뗀 박정찬씨는 그의 훗날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일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그의 미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까

닭이다. 성인 중기동안 직장인들은 직업을 유지하며 수입과 인정을 누리거나 직장을

이동하여 개인의 성장을 꾀하는 두 유형의 행동방식을 보인다(도현심 외, 2005: 175).

박정찬씨의 경우는 두 번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

을 한다. 하지만 박정찬씨는 이것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니며, 식구들을 생

각해서 하는 일이라고 답하였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여행이에요’ 라고 자신의

인생 2막을 계획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조금 넉넉해 졌을 때, 정말 원하는 것을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렸다.

박정찬씨는 사회적으로 성취와 지위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이러한 ‘자기 찾기’의 과정에서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보

낸다.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사노동을 통해 자녀에게 헌신하고 ‘자기’를 잃는 동안 남

성은 아버지로서 사회생활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상실한다. 물론, 남성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통해 또 다른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아버지들의 삶에 대한 전통적 이해였

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 밖 즉 외부에서의 역할이었다면 가족 내에서 아버지들의 설

자리는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가정이라는 사적영역과 직장이라는

공적영역이 나뉘면서, 여성들에게는 육아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남성들에게는 임금노

동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한편 가정 밖에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아버

지들은 아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잃었고 이는 가정 내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식들에게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먼 인물'이 되어 버렸다

(카를 게바우어, 2003:7)

돌봄 노동에 헌신한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이 실종된 반면, 아버지에는 적어도

사회 적 ‘자아(self)'가 존재한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가족 내 위치보다 사회적 성

취에 열중하는 아버지들은 자신의 지위를 욕망하는 무심한 가장으로 그려지기도 하였

다. 하지만, 산업화의 시대에서 세계화의 시대로 또 한번의 시대 변동이 일어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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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들은 가족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현상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논의해 볼 것이다.

5.2.3 ‘아버지’ 아닌 ‘아빠’되기

경쟁이 가열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성취를 하고 사회적 인정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박정찬씨는 누구보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꾸리고 있었기에 이

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걸 이뤄낼 수 있느냐는 너 몫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대신에 자신있는 걸로 가라. 좀더 경
쟁력이 있는 거 같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박정찬씨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신

자유주의 경쟁 국면에 놓여있는 개인의 삶은 경쟁에 무장되어 있다. 한편 가족에 대

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하였지만 중산층 가장으로서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기

의식과 고민은 다음과 같았다.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중년 이상을 맞이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밖에 없다. 축적해 놓지 않으
면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될 거다(거절감).” (박정찬, 기러기아빠, 46세)  

사회적 지위는 존재하여도 감정적 지지와 존경이 거래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

들은 오히려 거절감을 느끼기 쉽다. 사회 속에서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해 보려 하지만

거절감과 불안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거절감의 방패 막이를 일에서

찾고 있었다. 현재의 일을 열심히 하여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고, 또 중년 이후에는 자

신이 원하는 일을 통해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박정찬씨의 모습은 일

과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의 가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박정찬씨는 이와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즘 생활이 어떠신지 그리고 언제 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박정찬씨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남겼다. 박정찬씨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

닌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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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교 데려다 주고 학원 끝나면 데려오고.. 출근할 때 조금 더 일찍 나가면 되니까...” (박정찬, 기러
기아빠, 46세) 

기러기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박정찬씨는 매일 아침 자녀들의 출퇴근

을 책임진다. 그는 아침이 자기보다 빡빡한 스케쥴의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

한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

하고 이를 토로하는 박정찬씨는 과거의 우리 아버지들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가부

장적 가족, 가족주의의 특징은 젠더적 측면에서 여성의 희생을 담보하고 자녀들의 복

종과 존경을 통해 유지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버지는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책임은 동시에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였고

이것은 가부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또한 가족 간 모임과 협력을 통해 결속과 유대

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박정찬씨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사결정도 내리는 등

여전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라이드(ride)를 해주

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 친밀성(intimacy)을 나누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모습은 확실히

새롭게 느껴진다. 과거 전통적 가부장제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고

말을 거는 사람은 자녀들이었다. 이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식 쪽이 늘

더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돈을 드리는 것이든, 입학 ․취업․승진을

말씀드리는 것이든 무엇인가 관계를 연결시킬 공유점을 찾는 것은 자녀들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친밀함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대화를 시도

한다. 세계화가 가져온 친밀함의 구조변동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

해 가정에서도 다정다감하며 다가가는 참여적 아버지가 될 것을 요구한다. 박정찬씨

는 자기 스스로 시간을 쪼개서 자녀들의 삶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스스로 이것을 좋아하며 수고로움이 아닌 삶의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는 듯 하다. 하

지만 이조차도 노력할 수 없는 ‘장기 기러기 아빠’나 ‘바쁜 중산층 아빠’에겐 친밀함이

란 요원한 길일뿐이다. 그들은 가족에게서도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의 상

실을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언제나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주길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녀에게 조금 더 맞추려는 친밀한 아버지이

다. 과거 아버지들에게는 언젠가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할

때, 자녀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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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바람직한 관계는 대화와 소통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이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적 특성은 인격화된 신뢰와 유대를

담보하였지만 세계화된 시대에 이것은 빠르게 파괴될 수 있다. 박정찬씨의 예에서처

럼, 중산층 기러기 아빠들은 분거기간 동안 고독을 느낄 수 있으며, 분거 종료 후에는

친밀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것은 비단 기러기 아빠들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정리해 보면, 기러기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들에게는 이중적 부담이 부

과된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물론

자기 정체성 확립에 충실하였다 (카를 게바우어, 2003:6). 자신의 자녀를 지원해야 한

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명령이라면, 동시에 자기의 삶과 정체성도 공고히 해

야 한다는 존재론적 요청도 받는다. 한편 세계화된 시대에 중산층 기러기 아빠들은

분거의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와 가족 안에서 배제를 경험한다. 이는 자녀와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가 새로운 아버지가 될 것을 요구한다.

박정찬씨의 경험은 세계화 시대 기러기 아빠들, 또는 아버지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버지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니지만, 가부장 질서의 권위적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느티나무 같이 강고한 모습을 보이며 결정권자이자 책임

자로, 그리고 수혜자로 살아야 했던 것이 가부장장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하지만 기러

기가족의 가장들은 경제적 책임과 교육투자,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이중

의 부담을 안고 있다. 빠르게 질주하는 세계화 시대에 자녀들 또한 더욱 바빠졌고, 강

제하는 도덕적 규범이 옅어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성의 변화는 다시 가족 내에서 아버지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박정찬씨의 삶에 대한 고백은 기러기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

가 아닌 세계화 시대 아버지들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기러기 아빠란

세계화된 공간 속에 분거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 계층 이상의 가족이다. 하지만

분거 가족을 유지시키는 문화적 요소는 단지 기러기 가족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다

른 가족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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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교육열과 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산층 ‘기러기 아빠’들의

삶 경험을 고찰 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기러기 아

빠의 삶은 일반적 인식과 어긋나는 새로운 것이었는데, 이는 세계화와 한국의 가족주

의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보면, 기러기 아빠들은 복합적인 정서를 가

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극복과 자랑 등

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희극, 또는 비극으로 영웅화 하는 서

사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서사들은 혼재된 기억에 의해 작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한 텍스트 안에는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기러기 아빠들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분석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비극 영웅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희극영웅으

로 형상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 간 분거의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에 빠진 비극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러기 아빠들은 시련

을 극복해야 할 희극 영웅이기도 하다. 이러한 탓에 한 텍스트 내에서는 서사가 자주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사의 전환은 한 방향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희극이

비극으로 비극이 다시 희극으로 전환됨으로써 복합적인 서사가 전개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기러기 아빠들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

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점이다.

한편, 기러기 아빠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족에게 표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기러기 아빠’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강고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기러기 아빠들은 이를 인터넷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위

로와 공감을 얻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러기 아빠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

로하고, 상담을 한다. 선배 기러기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고, 후배 기러기

들은 이를 공감하며 힘을 얻는다. 또한 댓글 간의 상호작용은 기러기 아빠들의 정체

성이 긍정적으로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한 개인으로서 그

들이 가진 고민과 불안, 갈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장(場)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온라

인은 그들의 고민을 상담 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는 공간이다.

서사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기러기 아빠들의 정체성은 서로 다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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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기러기 아빠들이 글로벌 시대, 기억과 재현의

의무감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의 수직적 매

개자로, 또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 하는 수직적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러한 수직적 매개자의 정체성은 ‘미래를 기획’하는 수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러

티브 분석에서 나타나듯, 기러기 아빠가 살아내는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미래,

거기’이다. 분거의 동기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더 나은 미래’ 때문이다. 기러기 아빠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를 통

해 과거의 유산을 미래로 연결시키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이는 심층면접의 결과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면접에 응한 기러기 아빠는 자녀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당

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책임 때문에 사업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거생활을 강행할 수 있었다. 면접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여기에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선대를 기억’하는 기러기 아빠의 실질적 과제는 이를 미래에 재현시키는

것, 즉 교육 투자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러기 아빠들은 부모들의

애정과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스스로를 역사적 실천의 산물로 믿으며 이

를 보답하려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심층면접 결과 기러기 아빠는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을 떠올리며, 이에 대한 보답의 의무를 느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부모의 삶을

통해 부모됨의 책임을 학습한 셈이다. 이와 같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되갚고자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감이 자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낳는다. 이러한

기억이 결국 자녀를 위한 교육투자와 지원의 행위로 귀결된 것이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 기러기 아빠는 분거 중에는 친밀성

의 위기를, 분거 종료 후에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분거 당시

에 그들은 외로움, 그리움 등에 노출되었다. 한편, 재결합 후에는 상실감과 미래에 대

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기러기 아빠들은 기억과 재현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계화된 환경에서 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은 엄청난 것이었고 이

는 중년의 아빠들에게 정체성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된다. 심층면접자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있었으며, 자신의 일에서 정체성 마련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사회적인 인정과 성취를 통해 정체감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친밀성의 위기는 가족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러기 아빠가 차지하는 가족 내 영역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러기 아빠는 자녀와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 91 -

친밀성의 감소는 곧 기러기 아빠들이 맺는 수평적 정체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기러기 아빠와의 심층면접 결과는 인상적이다. 기러기 아빠는

‘아버지’가 아닌 ‘아빠’가 됨으로써 친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는 기든스

가 논의한 세계화 시대 ‘정서의 민주주의’를 숙고해 보게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

러기 아빠는 책임을 지니지만, 전통적 가부장과 같이 권위를 갖지는 못한다. 전통적

가부장은 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권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전통 가족에는 부자간에 유

대감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 기러기 가족은 그러한 유대감 혹은 친밀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세계화가 가족 간 거리를 확대시켰고, 테크놀로지를 통한 추상

화된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에 응한 기러기 아빠는 가족이 재결합한 후

에 오히려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 이상적 아버지상

은 정서적으로 민주적인 친밀한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본 연구는 그 시사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자료의 한계를 들 수 있는데, 현재의 논의를 보충해 줄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비슷한 계층적 배경의 대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

구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

서 이를 위해 오랜 기간의 탐색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산층의 정의

가 세밀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이라고 연구 대상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득 수준, 계층 의식 등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계

층의 경제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을 보다 분석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기러기

아빠의 삶을 기러기 엄마와의 관계에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부자(父子)중

심의 관점으로 가족을 이해한 작업이다. 여기에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기러기 가족을

출현시켰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의 분거 결정이나 정체성은 아내

와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러기 엄마의 변수가 보다 중요

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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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Familism in the Global Era:
Case Study of the 'Goose Dad' 

Gowoon Jung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Graduate School

 Time and space compression forced by globalization enormously changed 
individuals' lives with the appearance of the transnational family. In Korea, the 
'goose family' is the typical transnational family in this global era. The goose 
family expanded since the late 1990's, and originated from Koreans' zeal for 
English education and academic background. At the same time, socially 
constructed stigma excluded goose families from the public sphere in Korea. 
Contrary to this negative perception in Korea, there was positive recognition of 
some Koreans' educational achievements from other corners of the world. These 
ambivalent aspects of Korean education require complex understanding about the 
essence of Korean education. However, foreigners' assessments of Korean 
education focuses only on the results of that education. In truth, Korean education 
is fundamentally characterized by Korean parents' passion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refore, the concept of family should be an important analytical 
factor in any discussion of Korean education. While many studies have already 
explored the goose family, but there are no studies to analyze its mechanism in 
regard to cultural background, familism. Transnational families possess the inner 
cultural mechanism to operate within the outer mechanism of globalization. 
Therefore, the Korean goose family is an interesting research object to show how 
Korean familism operates in this global era. 

In terms of this research interest, this study specifically aims to explore 
the Korean middle class goose family, especially the life of the goose dad. Goose 
dads who stay in Korea exercise familial ideology everyday. In this respect, the 
goose dad is the one who practices the cultural ethos actively to maintain his 
family. At first, this study discovered the goose dad's identity by analyzing his 
narrated life in internet communities. Internet communities seemed to allow goose 
dads not only to develop their identities but also to overcome identity crises. In 
addition, this study described their identities and analyzed them under Korean 
social background with the benefit of in-depth interviews. The aim of the 
interviews was to understand the middle class goose dad's self-identity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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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s time goes by, the goose dad cannot but encounter a huge identity 
confusion. He pursues traditional Korean values in a contemporary way. This clash 
forces us to analyze the father's identity at the interface of globalization and 
Korean culture. 

From the internet community analysis, goose dads identified themselves as 
tragic heroes faced with difficulties. They simultaneously described themselves as 
comedic heroes in overcoming their difficulties. Their mixed narrative of tragic 
and comedic heroism results because they identify themselves as mediators: 
successors of their forebears with a duty to produce children capable of 
maintaining the family honor. Goose dads express themselves as heroes who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eir past by producing future generations. 
Specifically, they remember their parents' affection and sacrifices. This 
remembrance of their parents pushes them to do the same for their children; to 
invest resources for education and to make their own sacrifices. Meanwhile, goose 
dads suffer from negative feelings such as loneliness and emptiness, but the 
internet communities function as a communication place for consulting and 
sympathizing with others in similar situations.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formation between experienced goose dads and new goose dads help them to 
express their concerns, consult each other, and console each other. These activities 
are taboo for men in Korean society but were possible because of anonymity of 
the Internet.  

The in-depth interviews reinforced the internet community analysis. Goose 
dads additionally recognized themselves as the ones with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ir children's education because fathers have the duty to remember their 
ancestors and represent them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eir memories of 
receiving favor from their parents generate at least some amount of moral 
responsibility to repay that debt to their children. Thus, this memory inspires the 
investment in and suppor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t the same time, goose 
dads suffer from identity crises, as expressed by the questioning of the meaning 
of their lives. Globalization enabled the genesis of the goose family; the migration 
of the goose mom and children essentially strips the father of his identity as a 
father, leaving him with only the financial duties and none of the personal duties 
of a father. 

Meanwhile, the goose dad's effort to establish intimacy with his children 
after reunifying shows the changing idea of the definition of an ideal father. As 
mentioned before, the goose dad took responsibility as dictated by Korean culture, 
but his authority as a father was decreased while the family was abroad. Upon 
reunification, the goose dad tries to start conversations and  communicate first. 
This effort for intimacy allows us to reflect on the emotional democracy of the 
globalized era, which Giddens wrote ab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