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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배경: 한국사회의 혼인패턴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초혼연령은

1970년에는 남자 27.2세 여자 23.3세였으나, 2010년에는 남자 33.2세 여자

30.2세로 높아졌고, 생애독신율은 1970년에는 남자 0.2% 여자 0.1%였으

나, 2010년에는 남자 7.5% 여자 3.3%로 높아졌다. 이 연구는 “혼인을 하

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결혼하여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혼인을 하지 못하거나 연기하는 주요 요

인 중 하나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시군구별로 집계해서 다중회

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전세금은 인구주택총조사의 평균전

세가격을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혼인은 평균초혼연령, 혼인템포, 생

애독신율이라는 3개의 파라미터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비, 미혼

여성의 교육정도, 미혼여성의 취업, 미혼남성의 취업을 선택하였으며, 연

구 대상자의 범위는 20-49세 미혼자로 제한하였다.

연구결과: 전국자료는 모든 모형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높

았으나, 전세금과 초혼연령이 부(-)의 관계를 보이는 등 타당성이 결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금이 저렴한 농촌에 노총각들이 많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여, 분석대상을 수도권으로 제한하였다. 이

결과 전세금, 미혼여자 취업, 성비가 높으면 남녀 모두의 초혼연령이 높

았다. 반면, 미혼남자의 취업비율이 높으면 남녀 모두의 초혼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혼여성 대학교육과 미혼남자 취업비율이 높

아지면 남자의 혼인템포도 증가했다. 미혼여자 대학교육 비율이 높아지

면 남녀 모두의 생애독신율이 높아졌고, 미혼여자의 취업비율이 증가하

면 남자의 생애독신율이 높아졌으며, 미혼남자의 취업비율이 늘어나면

여자의 생애독신율이 높아졌다.

주요어 : 전세금, 혼인, 초혼연령, 혼인템포, 생애독신율

학 번 : 2012-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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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보편혼이 사회규범이었다. 하지만 최근 혼인패

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인구센서스 자료로 계산한 초혼연령

(SMAM)을 보면, 남자의 경우 1970년에 27.2세에서 1990년에는 28.5세,

2010년에는 33.2세까지 높아졌다. 여자도 1970년 23.3세에서 1990년 25.4

세 그리고 2010년에는 30.2세로 높아졌다. 또한 생애독신율로 간주할 수

있는 45-49세의 미혼율을 보면, 남자는 1970년 0.2%에서 1990년 0.8%,

2010년에는 7.5%로 늘었고, 같은 기간 여자는 1970년 0.1%에서 1990년

0.6% 그리고 2010년 3.3%까지 늘어 평생 혼인을 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

이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혼인관도 크게 변화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늘어났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 20-44세의 경우 “혼인을 해

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남자는 2009년에 25.1%였는데

2012년에는 26.5%로 늘었고, 여자는 동일한 응답이 2009년에 31.6%에서

2012년에는 37.2%로 늘었다. “혼인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응답도

남자는 2009년에 2.4%에서 2012년 3.4%로, 여자는 2009년에 2.8%에서

2012년에는 4.4%로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왜 발생하는가? 이 연구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혼인시장의 성비, 배우자 조건 같은 배우자 선택, 직업, 소득, 결

혼비용 등 경제적 이유, 혼인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2 -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결혼비용, 특히 주거비용에 주된 관심을 둔다.

집은 과연 한국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주택은 기본적으로 외부 위

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주 장소이다. 우리는 취사와 취침을 함께

하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주택에 거주한다.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 주

택은 그 이상의 의미이다. 좋은 집은 부귀영화의 상징이며, 부의 축적이

나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0～80년대 가파른 경제개발로 농촌을 떠나 서울로 인구

가 집중되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5년부

터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30대가 되면서 서울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

하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그동안은 부동산은 사 놓으

면 반드시 오르는 불패의 신화가 있다. 한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풍습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신혼을 시작할 때 남자는 살 집을 마련하고 여

자는 가구를 마련한다. 그런데 높은 집값으로 미혼남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자기 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

로 전세나 월세로 신혼을 시작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전월세 가격도 동반하여 상승한다. 그런데 전

월세 가격의 상승은 혼인을 하려는 젊은 남녀에게 있어서는 혼인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조건으로 살림을 시작

할 집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전국결

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30-34세 미혼 남녀의 14.3%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소득이 적어

서(14.3%)”와 함께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 35-39세는 9.1%, 25-29세는

6.8%가 각각 이 범주에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지방 보다 훨씬 높다.

2010년 3.3㎡당 평균전세가격이 수도권은 487만원, 지방은 279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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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컸다(데일리안 2012. 3. 37.). 특히 2014년 1월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7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반면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아시아경제, 2014년 1월 30일자).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전월세금이 혼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전월세금과 혼인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전월세금의 수준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

다. 여기서 혼인은 혼인시기를 나타내는 평균초혼연령, 혼인율의 평균 변

화속도를 의미하는 혼인템포, 평생 독신으로 사는 비율을 나타내는 생애

독신율로 세분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전월세금과 혼인력 관계의 성 및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되, 미혼 남녀

성비, 미혼 여성의 교육정도, 미혼 남자의 취업, 미혼 여성의 취업 등 다

른 통제변수와의 관련성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월세금과 혼인력의 관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미혼 및

비혼, 생애독신은 물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혼인연령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혼인력에 대한 분석은 혼인력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혼인력과 관련이 높은 인구현상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커

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 함께 제고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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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선행연구검토

선행연구는 크게 혼인과 주택(또는 주거비용)에 대해 먼저 국내와 해

외 연구를 고찰하고, 이어서 주택(또는 주거비용)이외에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주택은 혼인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신혼 살림을 월세형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 당시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아 주택이 혼인의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반면 우리나

라는 전세 및 보증부 월세라는 독특한 주택 임차형태로 인해 외국 보다

더 많이 주택의 가격이나 공급이 혼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

제 여러 연구에서 주택가격의 상승과 혼인시기에 관해서는 주택마련비용

의 상승은 결혼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남성들의 결혼시장 참여를 어렵

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호·이상헌, 2010; 이철희, 2011).

일반적으로 한국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했을 때 처음 결혼하는 사람

들이 주택을 장만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주로 주택

을 임차1) 한다. 국토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최초 주택 구입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

1) 우리나라의 주택 임차 종류는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보증

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거주하는 전세, 일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매월

주택사용료를 지불하는 월세, 그리고 계약 기간의 월세금을 미리 선금으로

지불하는 사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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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은 평균 8년이라고 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 초 부부

의 경우 전월세 비율이 다른 지역 보다 높다(박시내 외, 2014).

그런데 이상호·이상헌(2010)는 결혼 변수가 주택매매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에 더욱 크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을 준비하

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가격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노동패널 7차 조사(2004년)와 11차 조사(2008년) 자료를 이

용하여 20-35세 청년 가구원의 가구형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정

의철(2012) 연구를 보면, 전세가격이 1,000만원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

은 1.3% 감소하며, 전세가격 상승률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연구는 청년 가구원의

가구형성이 연구대상이었지만 연구자가 지적한대로 청년가구원이 독립하

여 가구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결혼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결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혼인의 대한 장애요인으로 주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을 정부의 혼

인지원정책 중에 핵심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물론 정부정책

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의 대상범위가 저소득층에 제한되고 주택 규모 및

가격 등 지원내용이 현실적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이상림,

2013)도 있다.

국외의 연구사례를 보면, Ermisch(1981)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여

성의 경제활동, 소득, 성비 등을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

하면서 일정부분 주택시장의 상황이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

했으며, Haurin et al.(1993)은 20대 2,573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임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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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가족형성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주거비용과 노동

수입이 혼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그 밖의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청년의 임금은 가구 독립에 정(+)의 영향을 임대료

또는 주택매매지수의 상승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aurin et al., 1993; Ermisch, 1999; Ermisch and Di Salvo, 1997; Di and

Liu, 2006).

다음은 주택(또는 주거비용) 이외에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도 함께 고찰하였다. 먼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혼인을 하려는 남자와 여자의 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혼인과정을 남녀의 수요

와 공급이 혼인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에서 혼인의 발생 수

준과 배우자 선택의 패턴을 분석한다(Becker, 1974; Grossband-

Shechtman, 1982; Oppenheimer, 1988). 사회학자들은 남녀 간에 정치 및

경제적 자원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에서 성비가

불균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성이 배우자 선택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Guttentag & Secord, 1983). 인

구학자들은 혼인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혼인압박(marriage squeeze)

으로 표현하며, 혼인의 수준과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한다(Akers, 1967; Muhsam, 1974; Spanier and Glick, 1980;

Schoen, 1983).

한편, 성비 이외에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기회 확대도 혼인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

하면 혼인이 감소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여성이 일을 할 기회가

증가하면 부인으로 일할 성향, 즉 혼인하는 성향이 감소한다고 보는데,

이는 혼인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에서 여자에 대한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며, 이로써 남자들은 기존의 혼인패턴으로 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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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Grossband-

Shechtman, 1982).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이 혼인율을 낮추고 이혼율을

높이는데(Oppenheimer, 1988; Fossett & Kiecoit, 1993; Oropesa et al.,

1994; Edin and Reed, 2005),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특히 그렇

다고 연구되기도 했다(Spanier & Glick, 1980; Lichter et al., 1991).

교육은 덜 받은 여성일수록 직업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적기 때문에 경

제활동을 그만두고 혼인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주장도 있는데, 특히 혼

인시장에서 남자의 숫자가 여자보다 더 많아서 남자들이 혼인압박을 느

끼게 되면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Grossband-Shechtman, 1982). 조주은

은 여성의 교육수준은 크게 늘어난 반면 높은 부부폭력 발생, 불공평한

가사노동 분담, 시집중심의 가족구조 등 만족스럽지 못한 가족제도도 여

성이 혼인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로 지적한다(경향신문 오피니온, 2013.

9.5.호).

혼인은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모의

재산이나 도움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의

경제력이 혼인을 시작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소비대중문화의 일상화로 돈이 없으면 혼인은 커

녕 연애도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조주은, 경향신문 오피니온, 2013. 9.5.

호). 실제 미혼 남자의 미취업은 혼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어졌

다(Fossett & Kiecoit, 1993; 이상호·이상헌, 2010). 고용불안정과 미취업

이 결혼연령을 상승시키며 결혼건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는데 특

히 남성의 경제활동을 강조했으며 남성의 고용불안정 또는 미취업에 따

른 초혼연령 상승은 여성의 초혼연령의 상승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최생은·옥선화(2003) 연구에서 수도권

에 거주하는 기혼녀 187명과 기혼남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할 시기에 대부분의 응답자는 취업을 한 상태일 정도로 경제활동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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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은기수(2001)는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

는 가장이고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전통 때문에 남자의 경제적인 안정성

은 혼인 성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 밖에 도시화율도 혼인에 대한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연구에서 혼인을 장려하는 전통이 농촌 보

다 도시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Lichte et al., 1991;

Fossett & Kiecoit, 1993). 하지만 한국에서는 농촌으로 시집가기 싫어하

는 도시 처녀들의 지역적 선택편향으로 농촌이 오히려 혼인하기 힘든 지

역이 되어 가고 있다. 다음은 2004. 12 .28일자 중도일보에 실린 “농촌총

각 문제 심각합니다”라는 제호의 사설이다.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농촌 기피현상이 농촌 총각들을 "독수공방"의

아픔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갈수록 심각

해지면서 신부감을 구하지 못한 "진짜" 총각들이 국제결혼 사기의 표

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편 농촌의 높은 성비가 농촌 총각들의 혼인연령을 상승시켰다는 분

석도 있다. 이삼식 외(2007)는 한국사회에서 농촌은 도시화 등에 따라

여성보다 훨씬 많은 성구조적 불균등을 보이며, 이들 남성은 지역사회에

서 도시지역의 총각들에 비해 배우자를 선택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양점도․김춘택(2006)에 의하면, 농촌사회에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삶을

전개해 온 농촌총각의 경우 타지로 가지 못하며 열악한 결혼조건으로 인해

국내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인의 연령 패턴은 출생이나 사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형화하기 힘

들다. 왜냐하면 출생이나 사망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혼인은 이동과 마찬가지로 문화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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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인 연령에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Coale(1971)이 대표

적이다.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혼인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혼인율에 어

떻게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기혼자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 연구는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미혼자에 어떻

게 영향을 미쳐 혼인하지 않았는가를 분석한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혼인이 초혼으로 제한이 되었는지

불분명할뿐더러, 고령 기혼자의 특성(예, 낮은 초혼연령)이 반영되어 결

과를 왜곡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혼인 이후에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2) 기혼자의 혼인 지표들은 현재 그 기혼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혼인시장이 지

역적으로 형성된다(Fossett & Kielcolt, 1993)는 것을 감안하면 커다란

제약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미혼자의 혼인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

역별 특성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왜냐하면 미혼자들의 혼인지표는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연령별 미혼율을 이

용해 계산된 초혼연령인 SMAM을 사용하는 이 연구가 기존 혼인 연구

에 대해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2) 통계청의 201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연간 총 741만 명이 거주지

를 이동하였는데 이 중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이동한 사람은 45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동 사유는 주택 41%, 가족 22.5%, 직업 19.5% 순이었으며,

25-34세의 이동률은 24.6%로 다른 연령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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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반응변수로 혼인

시기, 즉 평균초혼연령만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SMAM의

구성 파라미터인 혼인의 템포, 즉 혼인비율의 평균속도와 생애독신율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혼인지표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월세 가격은 주거비용으로 혼

인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 통제변수로 사

용할 지표 중 혼인성비는 혼인시장이 지역별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혼인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 그리고 혼인의 실행 가능성으로 남자의

경제활동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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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분석틀

주: 통제변수는 남녀성비,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교육정

도, 미혼남성의 경제활동 및 교육정도, 거주지특성임.

제 3 장 연구방법 및 자료

제 1 절 분석틀

분석틀은 전월세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되 <그림 3-1>과

같이 혼인은 혼인시기와 혼인템포 그리고 생애독신으로 구분한다. 혼인

시기는 미혼율로 추정한 평균초혼연령(SMAM)을 사용하며 혼인템포는

연령별 혼인율의 진행 속도를 나타내는 SMAM의 구성 파라미터인  값

을 사용하기로 한다. 생애독신율은 SMAM의 구성지표인 C(생애기혼율)

를 이용해 1-C로 계산한다. 이 값은 45-49세의 미혼율과 거의 동일한

값이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를 설명할 때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월세금 말고도 많이 있다. 선

행연구 검토결과에 따라, 혼인시장에서 미혼 남녀의 성비, 미혼 여자의

교육정도, 미혼 여자의 취업여부, 미혼 남자의 취업여부, 거주지 특성 등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으므로, 이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전

월세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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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이 연구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성비, 미혼여성의 교육정도, 미혼여성의 취업여부, 미혼남성의 취업

여부 등이 통제되었을 때, 전월세 가격이 높으면 초혼연령도 높다.

② 성비, 미혼여성의 교육정도, 미혼여성의 취업여부, 미혼남성의 취업

여부 등이 통제되었을 때, 전월세 가격이 높으면 혼인템포 값이 크

다.

③ 성비, 미혼여성의 교육정도, 미혼여성의 취업여부, 미혼남성의 취업

여부 등이 통제되었을 때, 전월세 가격이 높으면 생애독신율이 높

다.

④ 혼인시장에서 성비가 높을수록 남자는 초혼연령이 높고, 여자는 초

혼연령이 낮다.

⑤ 미혼여자의 대학이상 학력 비율이 높을수록 혼인이 늦어져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다.

⑥ 미혼여자의 취업 비율이 높을수록 혼인이 늦어져 여자의 초혼연령

이 높다.

⑦ 미혼남자의 취업 비율이 높을수록 혼인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져 남

자의 초혼연령이 낮다.

⑧ 혼인시장의 높은 성비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수도권 보다 남자의 초

혼연령이 높다.

제 3 절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1960-2010년(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등 11개 연도) 인구센서

스이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모든 인구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10% 표본

으로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성별, 혼인상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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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도와 같은 항목은 전수조사로 조사가 되고, 경제활동, 임차료와 같은

항목은 표본조사로 조사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집합자료 형태로 자료를

이용하며, 성별로 작성하되 지역은 시군구, 연령은 5세 그룹이다.

먼저, 혼인상태는 만15세 이상 인구만 조사한다. 응답 범주는 “①미혼,

②배우자 있음, ③사별, ④이혼”으로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5세

별로 남녀 각각 미혼인구를 전체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연령 5세별 미혼

인구비율을 사용한다. 연령별 미혼비율 자료를 이용하면, 평균혼인연령

(SMAM), 혼인템포, 생애독신율과 같은 혼인지표들을 계산할 수 있다.

교육정도는 “①안받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4

년제 미만), ⑥대학(4년제 이상), ⑦대학원 석사과정, ⑧대학원 박사과정”

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①졸업, ②재학, ③수료, ④휴학, ⑤중퇴”로 수학

여부가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⑤～⑧번 학력을 합쳐 “대학이상”으

로 분류했으며, 자료는 남녀 및 연령 5세별로 대학 이상 비율을 작성하

였다. 수학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인구만을 대상으

로 비율을 계산하였다.

혼인시장의 성비는 연령을 다소 넓게 잡아 남녀 모두 20-49세 미혼인

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비는 (미혼남자÷미혼여자×100)으로 계산했다.

경제활동은 인구센서스 항목에 3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활동상태(①주로 일하였음, ②틈틈이 일하였음, ③일을 하여왔으나

잠시 쉬고 있음, ④일하지 않았음), (2)구직활동, (3)일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이 연구에는 이 중 (1)경제활동여부 항목에서 ①～③을 묶

어 “취업”, ④번은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취업비율은 “취업”을

전체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수치이다. 물론 연령 5세별로 미혼인구

만을 대상으로 구했으며 남녀별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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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는 “점유형태”와 “임차료” 항목을 이용하였다. “점유형태”는 ①

자기집, ②전세(월세없음),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무상으로 구분된다. “임차료”는 ②～⑤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월세(사글세) 금액을 조사한다. 여기서 주거비용을 나타내는 단일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세와 월세, 보증부 월세를 단일 지료로 통합해야

한다. 이때 전세와 월세를 전환하는 지표가 월세전환율이다. 이 월세전환

율은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데 불행하게도 전국 시군구별로

작성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세금이 높은

지역이 월세금도 높다는 가정 하에서 시군구별 평균전세금을 단일 지표

로 사용하기로 한다.

지역구분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묶어서 수도권으로 분류하고 나머

지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수도권=1, 비수도권=0)로 취

급하였다. 또한 동부는 시부, 읍부와 면부는 군부로 취급하여 더미변수

(시부=1, 군부=0)로 처리하였다.

제 4 절 혼인지표의 작성 및 이용 상 제약 검토

혼인의 연령패턴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조사 자료로 직접 질문하여 수

집하는 초혼연령, 혼인신고를 기초로 작성하는 인구동태 초혼연령 그리

고 조사 자료의 미혼 구성비로 간접 추정하는 초혼연령(SMAM,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포

괄범위나 시간적 대표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앞서 특성

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혼인연령 자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인구센서스나 표본조

사에서 직접 응답자의 혼인 시기를 질문하는 방법이다. 응답자의 혼인연

령을 평균해서 구한 평균 초혼연령은 구성원 전체는 물론 출생 코호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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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면 특정연도에 혼인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연령인 기간 초혼연령도 계산이 가능하다. 응답자 개인별로 조

사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사회적인 특성별로 혼인의 타이밍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개별 자료 수준에서 회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혼인신고에 의해 평균 혼인연령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특정 기간(예, 1년)에 혼인을 했다고 신고한 혼인의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전체 인구의 혼인시기를 나타내는 지표

는 아니다. 혼인신고에 의해 측정한 평균 혼인연령은 측정 당시의 혼인

패턴, 즉 만혼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일찍 결혼한 기혼자들이 평

균에서 배제되어 이론적으로는 다른 두 지표에 비해 초혼연령이 더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할 혼인지표는 센서스나 표본조사에서 조

사한 혼인상태 중 연령별 미혼비율을 이용해 초혼연령을 간접 추정한 자

료이다. 응답 부담이 커서 초혼연령을 질문지에 포함하지 않은 조사에서

도 만약 혼인상태를 조사했다면 Hajnal(1953)이 고안한 SMAM을 이용

해 초혼연령을 간접 추정할 수 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연령 에서의 미혼 구성비, d와 D는 각각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을 나타낸다. SMAM의 장점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소지역이나 소

집단별로 혼인연령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SMAM은

Coale(1971)에 의해 세 개의 파라미터로 분해되는데, 곡선의 원형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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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5일 때 k값에 따른 초혼율의 차이

상당수 초혼이 발생한 시기로 초혼의 시작 연령으로 볼 수 있고, 는

초혼이 대부분 종결될 때의 기혼 비율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혼인력이

발생에 대한 시간 스케일 로 구분된다. 시간 스케일은 표준 곡선의 배

라는 의미이며 혼인력의 템포를 나타낸다.

Coale(1971)은 1965-1969 스웨덴 인구를 표준으로 하여, 시작연령에서

특정연령까지 누적하여 기혼자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이 표준인구의 연

령별 혼인율은 다음과 같은 이중지수곡선(double exponential curve)으로

피팅이 된다.

 








 

혼인의 시간스케일은 에 의해서 압축이 일어난다. 즉, 값이 작으면

압축이 짧은 시간에 빨리 일어나 혼인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값이 작으

면 압축이 긴 시간에 일어나 혼인이 서서히 증가한다. 표준 혼인템포는

=1이다. <그림 3-2>를 보면 값이 클수록 연령별 초혼율 상승이 느리

고 적으며, 초혼연령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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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와 가 알려지면, 평균초혼연령 SMAM은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와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을 계산해야 한다.

 세기혼자수
세기혼자수

,

 세기혼자수
세기혼자수

,

 세기혼자수
세기혼자수

만약   이면,   조합을 사용하고, 아니면   조합을

사용한다. 와  값은 Coale(1971)이   또는   관찰값을 이용

해서 만든 과  연령 간격에서의 혼인 비율표에서 내삽하여 구할

수 있다.

 값은 추정된 와  값으로 변형되어 표준화된 스케줄에서 처음과

마지막 3개의 5세 연령계층(예를 들어, 혼인의 개시가 15-19세에 시작되

었다면 세 번째 연령구간이 25-30세가 세 번째 연령층이 된다)에서의 기

혼자의 인년(person-years lived)으로 추정한다.






 


 




세기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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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표준화된 스케일에서의 연령 에서 기혼자가 살아온 인

년(person-years lived)의 평균값이다. 이 값은 45-49세의 미혼율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갖는다.

SMAM이 집계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은 혼인분석에 있어 단점이자 동

시에 장점이다. 개별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

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혼인시장이 지역별로 형성된다

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계산되는 혼인지표에 지역별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더구나 지역별 혼

인력 차이가 기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혼인 후 주로 신부가 거주지

를 이동하는 한국적 관습에서 볼 때, 현재의 거주지 특성이 혼인패턴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미혼자를 이용해 계산한 SMAM은 지역별 특성이 혼인패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연구에 매우 적합하다. 더구나 SMAM은 평균초혼시기로

사용할 뿐더러 SMAM의 파라미터인 와 같은 혼인템포나 1-C와 같은

생애독신율 등 다양한 혼인력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SMAM은 여러 연령층의 미혼율을 이용함으로써 한 특정기간에

혼인행태에 근거한 측정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편의(bias)가 생길 수도

있다. 김남일과 이지현(1995)은 1970～1990년의 경우 이러한 편의가 0.3

세 미만으로 크지는 않으며, 혼인연령이 상승하는 기간 중에는 혼인연령

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제 5 절 모형

이 논문은 전월세금이 어떻게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이다. 종속변수는 혼인지표인 SMAM, , 1-C이며 남녀별로 적

용한다. 독립변수는 전세금(rent), 혼인기 성비(sex_ratio), 혼인기 미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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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학이상 비율(female_edu), 혼인기 미혼여자 취업 비율

(female_work), 혼인기 미혼남자 취업 비율(male_work), 수도권 여부

(sudo), 도시농촌(ur) 등 7개이다.

그런데 종속변수는 모두 연속변수인 반면, 독립변수는 rent, sex_ratio,

female_edu, female_work, male_work는 연속변수인 반면, sudo, ur은 범

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더미회귀모형(Dummy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기로 한다.

    -----------(1)

여기서 는 남녀별 SMAM, , 1-C 등 총 6개이고, 은 rent, 는

sex_ratio, female_edu, female_work, male_work, sudo, ur 등 통제변수

이다. sudo에서 수도권의 비교대상인 준거집단은 지방이며, ur에서 도시

의 준거집단은 농촌이다.



- 20 -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미혼율 추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편혼이 사회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남녀가 혼인을 했다. <표 4-1>을 보면, 1960년의 경우 50-54세의

경우 남녀 모두 0.1%의 인구만 미혼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발

전하고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이 연령대(50-54세)의 미혼율이 점점

늘어 남자의 경우에는 1975년에는 0.2%, 2000년에는 1.1%로 늘더니

2010년에는 4.1%로 급격하게 늘었다. 여자도 이 연령대(50-54세)의 미혼

율이 1960년 0.1%에서 2010년 2.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5-54세 인

구 전체를 보면 1960년에는 41.8%의 남자, 26.8%의 여자만 미혼이었는

데 2010년에는 46.0%, 여자는 35.6%의 여자가 미혼이었다. 이 기간 중

미혼비율이 남자는 4.2%p 늘어난 반면 여자는 8.8%p 늘어나 여자가 남

자 보다 2.1배 더 많이 미혼 비율이 증가하였다.

혼인을 시작하는 시기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960년 20-24세가 경

우 남자는 13.5%, 여자는 51.1%의 인구가 혼인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에는 같은 연령대(20-24세)에서 남자는 1.2%, 여자는 4%만이 혼인을 하

여 혼인 개시 시기가 지난 50년간 크게 늦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960-2010년 기간 중 미혼율의 증가가 높은 연령대별로 보면, 남자는

25-29세(48.2%p), 30-34세(45.5%p), 35-39세(25.8%p), 40-44세(14.1%p),

20-24세(12.3%p)순 이었으나, 여자는 25-29세(64.5%p), 20-24세(47.1%p),

30-34세(28.5%p), 35-39세(12.4%p), 40-44세(6.1%p)순으로 다소 다른 양

상을 보였다. 남녀 모두 25-29세의 연령층에서 미혼 비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남자는 30대 전체에서 미혼율의 증가가 컸던 반면 여자

는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에서 미혼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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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혼율 추이(남자): 1960-2010

[표 4-1] 연령별 미혼율 추이: 1960-2010

1960
(a)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b)

차이
(b-a)

남
자

15-19 0.990 0.994 0.997 0.997 0.998 0.999 0.999 0.998 0.996 0.998 0.997 0.007

20-24 0.865 0.900 0.926 0.929 0.931 0.944 0.964 0.963 0.965 0.982 0.988 0.123

25-29 0.372 0.384 0.434 0.470 0.452 0.507 0.573 0.644 0.701 0.818 0.854 0.482

30-34 0.047 0.053 0.064 0.070 0.073 0.094 0.139 0.194 0.274 0.413 0.502 0.455

35-39 0.009 0.010 0.012 0.014 0.017 0.027 0.038 0.066 0.103 0.184 0.267 0.258

40-44 0.003 0.003 0.004 0.005 0.007 0.011 0.015 0.027 0.046 0.085 0.144 0.141

45-49 0.002 0.002 0.002 0.003 0.004 0.006 0.008 0.013 0.021 0.045 0.075 0.073

50-54 0.001 0.001 0.001 0.002 0.003 0.004 0.005 0.007 0.011 0.024 0.041 0.040

15-54 0.418 0.417 0.426 0.461 0.458 0.449 0.439 0.423 0.386 0.437 0.460 0.042

여
자

15-19 0.974 0.961 0.971 0.974 0.982 0.991 0.995 0.992 0.992 0.996 0.996 0.022

20-24 0.489 0.516 0.572 0.625 0.661 0.721 0.805 0.833 0.887 0.937 0.960 0.471

25-29 0.048 0.077 0.097 0.118 0.141 0.184 0.221 0.296 0.397 0.591 0.693 0.645

30-34 0.006 0.010 0.014 0.021 0.027 0.042 0.053 0.067 0.105 0.190 0.291 0.285

35-39 0.002 0.003 0.004 0.007 0.010 0.016 0.024 0.033 0.041 0.076 0.126 0.124

40-44 0.001 0.001 0.002 0.003 0.005 0.007 0.011 0.019 0.024 0.036 0.062 0.061

45-49 0.001 0.001 0.001 0.002 0.003 0.004 0.006 0.010 0.016 0.024 0.033 0.032

50-54 0.001 0.001 0.001 0.002 0.002 0.003 0.004 0.006 0.010 0.017 0.023 0.022

15-54 0.268 0.273 0.295 0.335 0.340 0.336 0.337 0.321 0.313 0.335 0.356 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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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동부/읍부/면부별 초혼연령 추이: 1960-2010

제 2 절 혼인지표의 추이

초혼연령(SMAM)을 보면, 남자는 1960년에는 26.4세였으나 2010년에

는 33.2세로 6.8세가 높아졌고, 여자는 같은 기간 22.6세에서 28.8세로 6.2

세가 높아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초

혼연령이 0.6세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평균 혼인연령 차

이는 1960년에는 3.8세였는데 1970년까지는 3.9세로 약간 늘었는데, 이후

2010년 직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남녀 간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가 3.2세였다. 하지만 2010년에는 4.4세로 다시 크게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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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남)

(a)
동부(남)읍부(남)면부(남)

전국(여)

(b)
동부(여)읍부(여)

면부
(여)

차이
(a-b)

1960(a) 26.4 27.7 26.6 25.8 22.6 23.8 22.7 21.9 3.8

1970 26.7 27.5 26.9 26.8 22.8 23.8 23.0 22.5 3.9

1975 27.2 27.6 27.0 27.1 23.3 24.2 23.3 22.8 3.9

1980 27.4 27.3 27.1 27.4 23.7 24.3 23.7 23.4 3.7

1985 27.3 27.8 27.5 28.1 24.1 25.0 24.2 23.9 3.2

1990 27.8 28.4 28.5 29.5 24.7 25.5 25.1 25.2 3.1

1995 28.5 29.3 28.9 30.1 25.4 26.2 25.2 25.5 3.1

2000 29.3 30.2 29.3 30.8 26.1 27.2 25.6 26.0 3.2

2005 30.2 32.1 30.9 32.6 27.0 29.0 27.1 27.8 3.2

2010(b) 32.0 33.3 31.8 33.5 28.8 30.5 28.2 29.1 3.2

(b)-(a) 5.6 5.6 5.3 7.7 6.2 6.7 5.5 7.2 -0.6

[표 4-2] 동부/읍부/면부별 혼인연령 추이: 1960-2010

초혼연령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2010년의 경우 남자는 면부가 33.5세

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동부가 30.5세로 가장 높았다. 1960-2010년 기간

중에는 면부는 초혼연령이 7.7세가 더 높아졌고 여자는 7.2세가 더 높아

져 농촌지역에서의 초혼연령 상승이 눈에 띄었다.

혼인템포 는 1960년에는 남자는 0.545, 여자는 0.42로 기준 템포

(1965-1969 스웨덴 인구로 =1)에 비해 압축이 짧은 시간에 빨리 일어

나 혼인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초혼연령이 낮았다. 그런데 이 값이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남자는 0.928, 여자는 0.722까지 높아져 혼인

율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초혼연령이 상승하게 되었다. 1960-2010년 기간

중 값이 남자는 0.383, 여자는 0.302로 남자가 여자 보다 값이 더 많

이 늘었다. 혼인속도의 남녀 간 차이는 1960년에는 0.125였으나 이후 감

소하다가 2010년에 0.206으로 차이가 커졌다.

혼인템포를 지역별로 보면, 2010년의 경우 면부 남자가 1.065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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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부/읍부/면부별 혼인템포 추이: 1960-2010

컸고, 1960-2010 기간 중에는 면부 남자의 값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표 4-3] 동부/읍부/면부별 혼인템포 추이: 1960-2010

　
전국(남)
(a)

동부
(남)

읍부
(남)

면부
(남)

전국(여)
(b)

동부
(여)

읍부
(여)

면부
(여)

차이
(a-b)

1960(a) 0.545 0.552 0.526 0.526 0.420 0.385 0.395 0.398 0.125

1970 0.541 0.534 0.518 0.512 0.481 0.531 0.495 0.453 0.025

1975 0.561 0.543 0.529 0.538 0.483 0.456 0.517 0.476 0.060

1980 0.556 0.522 0.534 0.566 0.482 0.504 0.521 0.457 0.078

1985 0.565 0.561 0.540 0.557 0.504 0.525 0.528 0.498 0.074

1990 0.592 0.580 0.590 0.640 0.497 0.501 0.470 0.478 0.061

1995 0.661 0.657 0.660 0.764 0.550 0.560 0.509 0.533 0.095

2000 0.775 0.742 0.769 0.965 0.599 0.618 0.547 0.580 0.111

2005 0.827 0.796 0.837 0.989 0.722 0.741 0.640 0.739 0.176

2010(b) 0.928 0.938 0.918 1.065 0.848 0.870 0.707 0.818 0.105

(b)-(a) 0.383 0.387 0.391 0.539 0.429 0.484 0.312 0.4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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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동부/읍부/면부별 생애독신율 추이: 1960-2010

생애독신율은 1960년에는 남자는 0.2%였으나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1.3%, 2005년에는 4.5%로 늘었으며, 2010년에는

7.5%까지 크게 늘었다. 여자도 1960년 0.2%에서 1980년대부터 늘기 시

작하여 1995년에는 1.0%, 2005년에는 2.4%로 늘었고 2010년에도 2.4%로

같은 수준의 생애독신율을 나타냈다. 1960-2010년 기간 중 남자는

7.3%p 증가한 반면 여자는 2.3%p만 증가하여 남자의 생애독신율 증가가

3.2배 더 빨랐다. 이에 따라 생애독신율의 남녀 차이는 1960년에는

0.1%p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1%p로 크게 높아졌다.

생애독신율을 지역별로 보면, 1960년에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으나,

1990년 이후 면부의 생애독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2010년에는 면

부 남자의 생애독신이 12.3%로 동부 남자의 6.8% 보다 5.5%p 더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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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동부/읍부/면부별 생애독신율 추이: 1960-2010

　
전국(남)
(a)

동부
(남)

읍부
(남)

면부
(남)

전국(여)
(b)

동부
(여)

읍부
(여)

면부
(여)

차이
(a-b)

1960(a) 0.2 0.2 0.2 0.2 0.1 0.2 0.1 0.1 0.1

1970 0.2 0.2 0.2 0.2 0.1 0.2 0.1 0.1 0.1

1975 0.3 0.3 0.3 0.3 0.2 0.3 0.2 0.1 0.1

1980 0.4 0.4 0.5 0.4 0.3 0.4 0.2 0.1 0.1

1985 0.6 0.6 0.7 0.7 0.4 0.5 0.3 0.2 0.2

1990 0.8 0.7 1.0 1.3 0.6 0.7 0.5 0.4 0.2

1995 1.3 1.1 1.7 2.3 1.0 1.1 0.9 0.7 0.3

2000 2.1 2.0 2.4 3.4 1.6 1.7 1.3 1.1 0.5

2005 4.5 4.0 4.8 7.9 2.4 2.4 2.1 2.5 2.1

2010(b) 7.5 7.0 7.5 12.3 3.3 3.3 3.0 3.7 4.2

(b)-(a) 7.3 6.8 7.3 12.1 3.2 3.1 2.9 3.6 4.1

제 3 절 혼인지표 간의 관계

2010년 시군구별 연령별 미혼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그림 4-5>

혼인지표 간의 산점도와 <부록표1>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남녀 간

의 초혼 연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0.79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혼인연령이 높은 지역은 여자의 혼인연령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초혼연령과 혼인템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

(0.3004)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값의 특성(값이 클수록 연령별

초혼율 상승이 느리고 적어 초혼연령이 높음)을 통계적으로도 잘 반영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자는 상관관계가 0.408로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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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남자보다 강하게 나타나 값의 상승이 혼인연령을 상승시키는

정도가 남자 보다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혼연령과 생애독신율의 관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3735 수준으로 나타나 초혼연령 상승이 생애독신율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 여자는 0.5383으로 상관계수가 남자보다 더 커서 여자의 초혼

연령 상승이 생애독신율을 증가시키는 크기가 남자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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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혼인지표 간의 관계: 2010



- 29 -

제 4 절 모형적용 결과 검토

1. 모형적용을 위한 변수 선택

전월세금은 ①전월세금, ②전세금, ③월세금의 3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부록표1>에서와 같이 3개 항목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식에서 다중

공선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 6개의 종속변수(남녀별 초혼

연령 및 혼인템포, 생애독신율)와 상관관계가 가장 큰 ②전세금(rent)만

사용하기로 한다.

2. 전국 수준의 회귀모형 적용 결과

가. 평균초혼연령(SMAM)

남자 회귀모형의 경우 <표 4-5>에서와 같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설명력도 54.6%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

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rent)이 1% 상승하면 초혼연령은 -1.8세 감소

하고, 미혼여성 대학교육비율이 1%p 상승하면 초혼연령이 -0.007세 낮

아지며, 성비가 1 상승하면 초혼연령은 -0.005세 낮아진다. 수도권의 평

균초혼연령은 지방에 비해 42% 높았다.

여자 회귀모형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설명력도 80.6%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rent)이 1% 상승하면 초혼연령은 -0.99세 감소

하고, 미혼여성 대학교육비율이 1%p 상승하면 초혼연령이 0.09세 높아지

며, 미혼여성 취업 비율이 1% 상승하면 초혼연령은 0.09세 상승하고, 성

비가 1 상승하면 초혼연령은 -0.008세 낮아지고, 미혼 남자의 취업비율

이 1% 증가하면 초혼연령이 -0.04세 낮아졌다.



- 30 -

[표 4-5] SMAM 회귀모형(전국)

남자 여자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

lnrent -1.8265 <.0001 lnrent -0.9856 <.0001

female_edu 0.0682 <.0001 sudo 1.4052 <.0001

sudo 1.4168 <.0001 female_edu 0.0908 <.0001

female_work 0.0469 <.0001 sex_ratio -0.0076 <.0001

sex_ratio -0.0053 <.0001 female_work 0.0812 <.0001

male_work -0.0414 <.0001

Model fit
Pr>F <.0001 Pr>F <.0001

Adj. R2 0.5463 Adj. R2 0.8056

그런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전세금 상승이 초혼연령을

낮추는 등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이 연구의 주 관심사항이 전세

금과 혼인지표와의 관계임을 고려할 때 자료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세금과 초혼연령 이외의 변수들

은 설명이 잘 되었다.

나. 혼인템포()

남자 회귀모형의 경우 <표 4-6>에서와 같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설명력도 40.8%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

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이 1% 증가하면 값이 -0.14 감소하여 초혼연

령이 낮아지고, 미혼여성 대학교육비율이 1%p 증가하면 값이 0.001 높

아져 초혼연령이 높아지며, 미혼 남자의 취업이 1%p 증가하면 값이

0.003 높아져 초혼연령이 높아진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값이 9% 높

았다. 미혼여성 대학교육 비율만 설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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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혼인템포 회귀모형(전국)

남자 여자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

lnrent -0.1373 <.0001 lnrent -0.1276 <.0001

sudo 0.0917 <.0001 sudo 0.1409 <.0001

male_work 0.0026 0.0012 female_work 0.0064 <.0001

female_edu 0.0011 0.1985 sex_ratio -0.0004 0.0002

male_work -0.0024 0.01

Model fit
Pr>F <.0001 Pr>F <.0001

Adj. R2 0.4076 Adj. R2 0.3908

여자 회귀모형의 경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39%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

금이 1% 증가하면 값이 -0.12 감소하여 초혼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여

성 취업비율이 1%p 증가하면 값이 0.006 높아져 초혼연령이 높아지며,

미혼 남자의 취업이 1%p 증가하면 값이 -0.002 낮아져 초혼연령이 낮

아진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값이 14% 높았다. 전세금 이외에는 설

명이 가능했다.

다. 생애독신율

<표 4-7>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

은 남자는 43.8%, 여자는 11%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

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 1% 높아지면 남자 독신율은

-3.8%p 낮아지고, 여자 독신율은 0.6%p 증가했다. 성비가 1 증가하면,

여자 생애독신율은 -0.006%p 감소했으며, 도시가 농촌에 비해 남자는

-94.6%, 여자는 -73.7% 적었다. 성비만 설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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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생애독신율 회귀모형(전국)

남자 여자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

lnrent -3.7813 <.0001 lnrent 0.602 0.0063

sudo 4.4645 <.0001 ur -0.7366 0.0024

ur -0.946 0.0194 sex_ratio -0.0055 0.0018

Model fit
Pr>F <.0001 Pr>F <.0001

Adj. R2 0.4384 Adj. R2 0.1103

3. 전세금과 혼인지표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앞의 전국 수준의 회귀모형에서 모형이나 전세금과 혼인지표 간의 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전세금이 수도권

과 지방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를 수도권과 지

방으로 구분하여 관계를 검토하였다.

<표 4-8>을 보면, 전세금은 수도권에서는 남자 초혼연령(smam_m)과

여자 초혼연령(smam_f)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초혼연령과의 상관관계가 여자 초혼연령과의 상

관관계 보다 높았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전세금이 상승하면 남녀 모두

혼인을 늦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혼인템포는 전세금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전세금 상승이 혼인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혼인템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도권은 전세금과 초혼연령이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자는 부(-), 여자는 정

(+)의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는 면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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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외의 다양한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미 높게 형성된 농촌 총각

의 혼인연령이 전세금과 혼인연령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추측이 된다. 즉, 농촌에는 이미 남자의 초혼연령이 높은데 농촌일수록

전세금이 낮아 서로 부(-)의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템포

는 전세금과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전세금과 혼인지표 간의 상관관계(2010)

(1)전국

rent smam_m smam_f k_m k_f

rent 1

smam_m 0.1286 1

smam_f 0.5468* 0.7918* 1

k_m -0.4764* 0.3004* -0.0848 1

k_f -0.0894 0.6753* 0.4080* 0.5926* 1

(2)수도권

rent smam_m smam_f k_m k_f

rent 1

smam_m 0.4490* 1

smam_f 0.6302* 0.9457* 1

k_m -0.4990* 0.1501 -0.0299 1

k_f 0.1522 0.7207* 0.6704* 0.5974* 1

(3)비수도권

rent smam_m smam_f k_m k_f

rent 1

smam_m -0.2269* 1

smam_f 0.2708* 0.7736* 1

k_m -0.6176* 0.3824* -0.0297 1

k_f -0.4368* 0.6615* 0.3366* 0.60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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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수도권/비수도권의 초혼연령과 전세금 산점도 및 예측치(2010)

[그림 4-7] 수도권/비수도권의 혼인템포와 전세금 산점도 및 예측치(2010)

4. 수도권 회귀모형 적용 결과

이 논문에서는 전세금 수준이 낮은 농촌이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많

은 이유로 전세금과 초혼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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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냄으로써 전세금과 초혼연령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남녀 모두 전세금과 초혼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

계를 나타내는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회귀모형을 작성하여 보았다.

가. 평균초혼연령(SMAM)

수도권 남자 회귀모형의 경우 <표 4-9>에서와 같이, 모형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0.2%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rent)이 1% 높아지면 초혼연령은 0.8세

높아지고, 미혼 남성 취업비율이 1%p 높아지면 초혼연령이 -0.007세 낮

아지며, 미혼 여성 취업비율이 1%p 높아지면 초혼연령이 0.12세 높아지

며, 성비가 1 높아지면 초혼연령은 0.008세 올라간다. 도시가 농촌에 비

해 평균초혼연령이 37.5% 더 높았다.

수도권 여자 회귀모형의 경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62.1%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

면, 전세금(rent)이 1% 높아지면 초혼연령은 1.54세 높아지고, 미혼 남성

취업비율이 1%p 높아지면 초혼연령이 -0.2세 낮아지며, 미혼 여성 취업

비율이 1%p 높아지면 초혼연령이 0.17세 높아지며, 성비가 1 높아지면

초혼연령은 0.004세 올라간다. 도시가 농촌에 비해 평균초혼연령이

21.5%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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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SMAM 회귀모형(수도권)

남자 여자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

lnrent 0.80664 0.0577 lnrent 1.54606 0.0013

male_work -0.17204 <.0001 male_work -0.20674 <.0001

female_work 0.12502 0.0057 female_work 0.16941 0.0008

sex_ratio 0.00775 0.2127 sex_ratio 0.00404 0.5533

ur 0.37532 0.4729 ur 0.21525 0.708

Model fit
Pr>F <.0001 Pr>F <.0001

Adj. R2 0.4024 Adj. R2 0.6206

나. 혼인템포()

남자 회귀모형의 경우 <표 4-10>에서와 같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설명력도 47.5%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이 1% 높아지면 값이 -0.21 감소하여 초혼

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여성 대학교육비율이 1%p 높아지면 값이 0.006

높아져 초혼연령이 상승한다. 또한, 미혼 남자의 취업이 1%p 높아지면

값이 0.006 높아져 초혼연령이 상승하며, 성비가 1만큼 높아지면 값이

-0.0 낮아져 초혼연령이 낮아진다. 도시가 농촌에 비해 값이 12.6% 낮

았다.

여자 회귀모형의 경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7%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

금이 1% 높아지면 값이 -0.21 감소하여 초혼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여

성 대학교육비율이 1%p 높아지면 값이 0.009 높아져 초혼연령이 상승

한다. 또한 미혼 남자의 취업이 1%p 높아지면 값이 0.006 높아져 초혼

연령이 상승한다. 도시가 농촌에 비해 값이 13.5%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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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혼인템포 회귀모형(수도권)

남자 여자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

lnrent -0.21384 <.0001 lnrent -0.09407 0.0077

sex_ratio -0.00083 0.0285 female_edu 0.00888 <.0001

ur -0.12648 0.0021 ur -0.13513 0.0002

female_edu 0.0056 0.0014 female_work 0.00626 0.0084

male_work 0.00566 0.0197

Model fit
Pr>F <.0001 Pr>F <.0001

Adj. R2 0.4751 Adj. R2 0.4204

다. 생애독신율

남자 회귀모형의 경우 <표 4-11>에서와 같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설명력도 45%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이 1% 높아지면 생애독신율이 -0.2%p 감소

하고, 미혼여성 대학교육비율이 1%p 높아지면 생애독신율이 0.29%p 높

아진다. 또한 미혼 여자의 취업이 1%p 높아지면 생애독신율이 0.006%p

높아진다. 도시가 농촌에 비해 생애독신율이 2.6배 낮았다.

여자 회귀모형의 경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4%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

금이 1% 높아지면 생애독신율이 -0.86%p 감소하고, 미혼여성 대학교육

비율이 1%p 높아지면 생애독신율이 0.16%p 높아진다. 또한 미혼 남자의

취업이 1%p 높아지면 생애독신율이 0.043%p 높아진다. 도시가 농촌에

비해 생애독신율이 1.6배 낮았다.



- 38 -

[표 4-11] 생애독신율 회귀모형(수도권)

남자 여자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명 회귀계수 p값

변수

lnrent -6.78009 <.0001 lnrent -0.86205 0.1269

female_edu 0.29044 <.0001 female_edu 0.16297 <.0001

ur -2.5504 0.0433 ur -1.60204 0.0062

female_wor
k 0.15239 0.0746 male_work 0.04301 0.2473

sex_ratio 0.00793 0.5407

Model fit
Pr>F <.0001 Pr>F <.0001

Adj. R2 0.4509 Adj. R2 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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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토론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전세금과 3가지 혼인지표(평균 초

혼연령, 혼인템포, 생애독신율)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군구 집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강점 중 하나는 혼인지표의 타당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혼

인을 하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차별혼인력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기혼자의 혼인연령을 분석자료로 사용했기 때문

에 응답자의 개별적인 특성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문제

가 없지만, 지역별 특성이 혼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 분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에 이 연구는 미혼율로 초혼연령을 간접 추정한 SMAM을 혼인지

표로 사용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미혼자

의 혼인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유효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더

구나 SMAM은 Coale(1971)에 의해 혼인템포()와 생애독신율(1-C)이라

는 파라미터로도 분해가 되어, 더욱 다양한 혼인지표로 분석이 가능하였

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2010년 미혼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거의 전 연

령층에서 미혼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20대와 30대 초반에서의 미혼비율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둘째, 종속변수인 혼인 파라미터들의 1960-2010년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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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혼연령은 2010년 남자는 면부(33.5세)가 가장 높고, 여자는 동

부(30.5세)가 가장 높았다. 1960-2010 기간 중에는 면부(7.7세) 남

자의 초혼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 2010년 혼인템포 값은 면부 남자가 가장 컸고, 남자(0.928)가 여

자(0.848) 보다 컸다. 1960-2010 기간 중에는 면부 남자의 값 증

가가 가장 컸다. 값이 더 크다는 것은 기간 압박이 느슨하며 따

라서 연령별 혼인 증가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초혼연령이 높다는

의미이다.

(3) 2010년에 12.3%의 면부 미혼남자는 생애독신이었다. 2010년 생애

독신율은 남자(7.5%)가 여자(3.3%) 보다 4.2%p 높았다. 1960에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역별 차이가 급격히

커졌다.

셋째, SMAM 구성 파라미터들 간의 관계를 보면, 여자 초혼연령이 상

승하면 남자 초혼연령도 상승했다. 여자 생애독신율이 상승하면 남자 생

애독신율은 더 빠르게 상승했으며, 남녀 모두 혼인템포 값이 커지면 초

혼연령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템포 값의 본래 특성이

기도 하다. 그밖에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상승하면 생애독신율이 증가했

으며, 혼인템포 값이 커지면 생애독신율이 증가하였다. 초혼연령이 상

승하면 혼인 전부가 그대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 일부는 혼인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넷째, 전국자료를 사용한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남자 초혼연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54.6%로 높

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전세금, 미혼여성 대학교육 비율, 성비가 늘면 남자 초혼연령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초혼연령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설명력도 80.6%로 높았다. 전세금, 성비, 미혼 남자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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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율이 늘면 여자 초혼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여성 대학교육 비

율, 미혼여성 취업 비율이 늘면 여자 초혼연령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자 혼인템포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0.8%로 높

았다. 전세금이 상승하면 값이 감소하여 초혼연령을 낮추고, 미

혼여성 대학교육 비율, 미혼 남자의 취업비율이 높아지면 값도

커져서 남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졌다. 여자 혼인템포 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39%로 높았다. 전세금과 미혼 남자의

취업 비율이 높아지면 값이 줄어 남자 초혼연령이 낮아지고, 미

혼여성 취업비율이 높아지면 값이 늘면서 남자 초혼연령이 높아

졌다. 전세금 이외에는 설명이 가능했다.

(3) 생애독신율 모형은 남녀 모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

력은 남자는 43.8%, 여자는 11%로 나타났다. 전세금이 상승하면

남자 생애독신율은 줄었지만 여자 생애독신율은 늘어났다. 성비

가 늘면 여자 생애독신율이 줄었다. 성비만 설명이 가능했다.

전체적으로 모형들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전세금이 상승하는데 초

혼연령은 낮아지는 등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이 연구의 주 관심

사항이 전세금과 혼인지표와의 관계임을 고려할 때 자료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 참고로 전세금과 초혼연령 이외의 변수들은

설명이 잘 되었다. 이에 저자는 전세금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확연한 차

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전세금은 수도권에서는 남자 초혼연령

(smam_m)과 여자 초혼연령(smam_f)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전세금이

상승하면 남녀 모두 혼인을 늦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혼인템포

는 전세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전세금

이 상승하면 혼인템포의 크기가 줄어 초혼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 또한 설명이 잘 되지 않았다. 반면, 여자의 혼인템포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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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만 한정해 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혼연령을 보면, 남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0.2%로

높았다. 전세금, 미혼여자의 취업, 성비가 높아지면 남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졌고, 미혼남자의 취업비율이 상승하면 남자의 초혼연령이 낮아졌다.

여자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62.1%로 높았다. 전세금, 미

혼여자의 취업 비율, 성비가 높아지면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졌고, 미혼

남자의 취업이 높아지면 여자의 초혼연령은 낮아졌다. 혼인템포 모형은

남자는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7.5%로 높았으며, 전세

금, 성비가 높아지면 남자의 혼인템포를 낮아졌고, 미혼여성 대학교육,

미혼남자 취업이 늘면 남자의 혼인템포도 증가했다. 생애독신율은 남자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5%로 높았다. 전세금이 높아지

면 남자의 생애독신율이 낮아졌다. 반면 미혼여자 대학교육과 미혼여자

의 취업이 늘어나면 남자의 독신율이 늘어났다. 여자 생애독신율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력도 44%로 높았다. 전세금이 높아지면 여자

의 생애독신율이 낮아졌고, 미혼여성 대학교육과 미혼남자의 취업이 늘

면 여자의 생애독신율도 늘어났다.

다음은 토론사항이다. 수도권 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의 전세금이

높으면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다. 미혼 여자의 취업이 높으면 남녀

모두의 혼인 연령도 높았다. 그런데 한 사회의 높은 초혼연령은 보건학

적으로나 인구학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고 본다.

먼저 초혼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시기가 점점

고연령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자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남녀 모두 불임이 증가하며, 특히 고령 산모의 경우

위험하다고 한다(중앙일보 2014. 6. 10일). 인구학적으로는 높은 혼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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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출산력의 감소를 동반한다. 첫째 자녀의 임신 및 출산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둘째나 셋째 자녀를 낳을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어 출산력이

감소하게 된다. 사회학적으로는 혼인연령이 점점 높아지면 결국 이 중

일부는 생애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생애 독신자가 많아지게

되면 탈가족화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과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

다. 경제적으로는 주택이나 가구 소비재의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할 수도

있다.

높은 초혼연령이 보건, 인구,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감

안하면, 정부에서도 혼인연령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해야 한

다고 본다. 전세금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등을 많이 지어 처녀 총

각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혼인의 장애가 되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미혼여자의 취업이 남녀 모두의 혼인과 부(-)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

이 혼인이나 임신 및 출산 등 가정형성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인 배려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이 연구에서 미혼 남자의 취업률이 높으면 남녀 모두 혼인

연령이 낮아졌다. 이는 미혼 남자의 경제력이 혼인을 감행할 수 있는 실

질적인 요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청년 취업률을 늘리는 것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자료를 구분한 것에 대해

통계적으로 추가적인 심층연구를 제안한다. 사실 농촌에는 이미 남자의

초혼연령이 높은데 농촌일수록 전세금이 낮아 서로 부(-)의 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 만약 수도권 자료만 떼어 놓고 본다면, 남녀 모두 전세금과

초혼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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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성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하나의 바스켓에 넣고 모형

을 만들면 이 논문의 전국 모형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논문에 자세하게 결과를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

료를 떼어서 분리하는 것과, 분리하지 않고 더미변수로 포함하거나 범주

형 자료와 연속변수를 동시에 다루는 공분산분석(ANCOVA) 모형을 적

용한 결과도 서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적

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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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1] 상관계수(전국 시군구 자료)

smam_m k_m celib~m smam_f k_f smam_f celib~f rent1 rent2 rent3 sr1 sr2 fe_edu1 fe_edu2 male_w1 male_w2 fe_w1 fe_w2

smam_m 1

k_m 0.3004* 1

celib_m 0.3735* 0.6980* 1

smam_f 0.7918* -0.0848 -0.0027 1

k_f 0.6753* 0.5926* 0.5552* 0.4080* 1

smam_f 0.7918* -0.0848 -0.0027 1.0000* 0.4080* 1

celib_f 0.4927* 0.1398* 0.4743* 0.5383* 0.4229* 0.5383* 1

rent1 0.1520* -0.4315* -0.4039* 0.5377* -0.0431 0.5377* 0.3463* 1

rent2 0.1286 -0.4764* -0.4440* 0.5468* -0.0894 0.5468* 0.3116* 0.9827* 1

rent3 0.1473* -0.3608* -0.3433* 0.4995* 0.0049 0.4995* 0.3702* 0.9628* 0.9097* 1

sr1 -0.2973* 0.4548* 0.3811* -0.7357* -0.0053 -0.7357* -0.2280* -0.5394* -0.5767* -0.4940* 1

sr2 -0.3396* 0.4107* 0.3885* -0.7176* 0.0197 -0.7176* -0.2704* -0.5350* -0.5715* -0.4878* 0.8905* 1

fe_edu1 0.3711* -0.4470* -0.2466* 0.5728* 0.0018 0.5728* 0.2523* 0.4812* 0.4912* 0.4068* -0.5118* -0.4316* 1

fe_edu2 0.4056* -0.3927* -0.2930* 0.7871* -0.0916 0.7871* 0.3787* 0.5975* 0.6294* 0.5281* -0.7282* -0.7469* 0.6651* 1

male_w1 -0.2375* -0.0546 -0.2270* -0.2200* -0.1693* -0.2200* -0.1002 0.2061* 0.1981* 0.2132* 0.2246* 0.1293 -0.2737* -0.1413* 1

male_w2 -0.2078* 0.2473* 0.0555 -0.3763* 0.11 -0.3763* -0.0789 -0.015 -0.0458 0.0366 0.4923* 0.3898* -0.4737* -0.5303* 0.6830* 1

fe_w1 -0.0585 0.0151 -0.0481 -0.0884 0.0896 -0.0884 -0.0391 0.0746 0.0659 0.0805 0.1164 0.0899 -0.1844* -0.2189* 0.4079* 0.4988* 1

fe_w2 0.0507 0.1480* 0.04 -0.0068 0.3183* -0.0068 0.0731 0.1617* 0.1349* 0.2015* 0.1368* 0.1516* -0.1912* -0.3148* 0.4560* 0.7230* 0.69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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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of Housing Costs and Nuptiality

- Particularly of House Rent

Ka-eun Kim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marriage pattern is fast changing. In 1970, males’ mean age at first

marriage was 27.2 and females’ mean age at first marriage was 23.3. However,

in 2010, males’ became 33.2 and females’ became 30.2. This thesis concentrated

on the impact of housing costs on nuptiality. It was assessed for using data

from 2010 Korean population census data. Dependent variables are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SMAM), marriage tempo, and celibacy.

All models on national level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variation of dependent variable is explained well by the models. However, not all

of them are feasible due to negative relations between house rent and mean age

at first marriage. This is believed to be that rural areas whose level of house

rent is relatively low are characterized with very late marriage and high

celibacy among males.

Therefore, this study covers only Seoul metropolitan area to explore the

impact of house rent on marriage. It revealed that house rent, together with the

percentage of single working females and sex ratio, increases consistently with

the age at first marriage of both males and females whereas the percentage of

single working males decreases with the age at first marriage of both sexes.

On the other hand, house rent and sex ratio decrease the marriage tempo of

males while the percentage of female college graduates and the percent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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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working males increase the marriage tempo of males.

Similarly, the percentage of female college graduates increases the percentage

of celibacy for both sexes. Also, the percentage of single working females

increases male celibacy whereas the percentage of single working males

increases female celibacy.

……………………………………………………………………………………………

Keywords : house rent, marriage, SMAM, marriage tempo, celibacy

Student Number : 2012-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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