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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녀양육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이라는 뜻의 워킹맘(working mom)은 주로 

20, 30대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기혼여성

의 노동공급은 최근 또 다른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

령별로 살펴보면 40대 후반 및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그 외 다른 연령대 여성에 비

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으로 결혼, 출산, 육아 등과 생애주기 사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집중되어 왔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6세 미만의 아동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는 

고학년 자녀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은 자녀양육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녀양육을 마친 중년여성에 초점

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1차-12차 자료를 사용하여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성

인자녀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성인자녀의 유무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의 취업여부가 

중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에 의

하면 20-24세 자녀를 지닌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성인자녀의 비취업

이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중년여성 노동공급, 청년실업, 성인(청년)자녀효과, 부가노동효과   

학번: 2010-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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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5-2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에서 2011년에 43.8%로 크게 감소하였다.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로 

45.1%에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40.5%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삼포(三抛)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젊은 세대가 취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삼포세대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다.  

젊은 청년층인 삼포세대와는 달리 중년세대의 노동공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집계된 50-54세 남성의 고용률은 2004년 87.4%에서 

2011년 88.2%로, 55-59세 남성의 경우 78.3%에서 81.7%로 각각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중년여성의 고용률이 중년남성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50-5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04년 55.3%에서 2011년 61.2%, 55-59세 여성의 경우 48.6%에서 53.2%로 

증가하였다.  

일을 하는 중년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논의는 출산 및 육아, 자녀교육 등의 부담으로 인한 제약이 큰 20-44세 

연령의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노동시장의 최초 진입 이후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 주기 사건 등으로 인해 겪는 경력단절이 주요한 이슈였으므로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촉진 정책은 보육지원 정책 위주로 마련되어왔다.  

젊은 세대의 기혼여성에게는 저연령 자녀가 여전히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보육 관련 정책이 주요한 이슈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젊은 세대 및 장년층의 노동뿐만 아니라 고령 노동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필요성을 지닌다. 이에 걸맞게 고령 

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는 중∙고령 남성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명 되지 않았던 중년층의 

기혼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의 많은 문헌은 자녀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밝혀왔으나 본 연구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자녀 양육기를 

종료하고 중년기에 접어든 시기에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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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삼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층과 중년층 여성의 엇갈리는 취업률 양상은 

성인자녀의 비취업 상태와 어머니의 노동공급 증가 간 존재하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효과(Adult children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1차-

12차 가구용 및 개인용 설문자료를 연계하여 세대 간 나타나는 경제적 부담의 전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효과를 미혼 성인자녀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로 정의하였다. 성인자녀효과의 경로로는 미혼 성인자녀의 보유뿐만 아니라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의 특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초반의 자녀가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한 성인자녀를 둔 기혼여성에 

비해 비취업 상태의 성인자녀를 둔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 

여성에게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추정되었다.   

 본 분석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논의를 중년여성층까지 확장했다는 점, 패널 자료를 통해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자녀의 유무 외 

자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청년 실업으로 인한 부담이 부모 세대, 특히 어머니에게로 전이되는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년 기혼여성 역시 고용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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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국내에 비해 더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서구의 경우는 방대한 문헌이 

형성되어 있다. Killingsworth and Heckman(1986)은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다룬 서베이 논문에 해당한다. 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는 노동공급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시도와 함께 노동시장의 근로 시간 분석 시 발생하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여성의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 노동공급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또한 이루어졌다(Heckman, 1993). 전통적인 이론이 정립된 이후로는 축적된 개인 및 가구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내생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모형을 사용하거나 각국의 상황에 맞는 

분석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성노동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여성집단 내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질성이 존재한다. 혼인 여부에 따라 노동공급 결정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은 유배우 기혼여성보다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생애단계(Life course)의 어느 

시점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노동공급 유형이 관찰될 수 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학력 및 비근로 가구 

소득을 비롯해서 출산, 육아 등 자녀관련 요인을 포함하는 가구 요인과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본인의 학력, 연령, 이전직장 경력 등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왔다. 출산 및 육아와 같은 자녀 관련 요인은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출산이 갖는 내생성1 2

                                                           
1 출산과 노동공급이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출산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노동공

급이 제약될 수 있으나 노동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는 반대의 효과도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으로 인해 출산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여겨져 왔다. Angrist(1998)는 이 둘 

사이의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밝히기 위해 부모가 자녀 계획을 통해 가족 

규모(family size)를 결정할 때, 다양한 성별의 자녀구성을 더 선호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성별이 같은 경우, 첫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 비해 

2 Hyslop(1999)는 동태적 분석 시 출산이 외생적이라는 가설을 기각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Keane and 

Sauer(2009)는 낮은 수준의 classification error라도 출산의 외생성을 기각하는 데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추가적인 출산을 감행할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 출산이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영유아 또는 미취학 아동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다뤄져 왔다(황윤재∙최강식, 1999; 서병선∙임찬영, 2004; 조윤영, 2006). 김대일(2007)은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30~55세 기혼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고학년 

취학 자녀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성 본인의 학력별로 자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저학력 여성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지만 고학력 여성에게서는 그 효과의 크기가 훨씬 적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노동공급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또는 

미취학 자녀의 노동제약효과만이 아니라 고학년 자녀 역시 여성의 노동공급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녀효과 외의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요인으로는 배우자 관련 요인을 

꼽을 수 있다(Mincer, 1962; Heckman and MaCurdy, 1980). Lundberg(1985)는 

남성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해 여성배우자가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부가노동효과(added worker effect)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덴버와 시애틀에 거주한 

각각 603, 478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의 부분표본(subsample)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백인 가구에서 크기는 작지만 유의미한 부가노동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였다. Cullen and Gruber(2000)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은 개인의 

직업 탐색 행위뿐만 아니라 실직한 당사자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Attanasio et al.(2005)는 생애주기 모델(life-cycle model)을 

통해 미래 가구소득이 가지고 있는 비체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 3

남성배우자가 노동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여성배우자가 노동공급을 

할 가능성이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교육수준 또는 소득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선택적 결혼효과(assortative matching)

이 여성의 노동공급 

촉진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은 차입 제약(borrowing 

constraint)이 있을 때 더욱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가구의 후생 손실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4

                                                           
3 예측 가능한 체계적 위험이 아닌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이 
커질수록 가구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Attanasio et al, 2005). 

으로 인해 부부는 유사한 인적속성을 

공유하게 되므로 이른바 실망노동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4 선택적 결혼효과에 대한 문헌으로는 (Pencavel, J., 1998)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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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한 경우,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가노동효과와 

실망노동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박진희(2009)는 한국노동패널 1-10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남편의 비취업 상태가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갖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부가노동효과보다는 실망노동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비취업 상태인 경우 여성 배우자가 남편 대신 가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비슷한 인적속성을 지닌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5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 유배우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에 성인자녀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공급의 양상은 생애단계마다 개별적인 특징이 

있어 각 시기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가율, 2007).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별로 여성의 노동공급을 구분하여 다룬 선행연구는 드물다.

 

6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에 성인(청년)자녀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 분석 시, 개인과 가구의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강조되어왔으나 가구 관련 요인은 양육 시기의 자녀유무 또는 배우자의 특성(교육수준, 소득, 

근로 상태 등)에만 한정되어 왔다.  

7

 

의 유무와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성인자녀의 특성으로는 자녀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고령층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기에 있는 자녀가 아닌 성인자녀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 자녀의 

유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상태의존성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의 변화, 즉 노동시장 진입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5 일반적으로,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효과가 지배적인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실망실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slevent, C., and Onaran, O. , 2003). 
6 김대일(2007)은 중∙장년층을  다루었으나, 30-55세 여성을 대상으로 고학력 자녀의 효과에 초점을 맞
추었다.   
7 본 논문에서의 성인자녀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한정하였으므로 청년자녀라는 용어

로도 사용될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청년자녀 또는 성인자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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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 특징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M자형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20대 초, 중반부터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는 데 이는 주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끝낸 시점과 일치하는 30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40대 후반에 참가율은 정점을 찍은 뒤,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은 2000년, 2003년, 2006년도, 2009년, 2011년 총 

5개년의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여성 

노동공급의 전형적인 양상인 M자형이 줄곧 유지되어 온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인 

양상은 연도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최근에 이를수록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5-29세 여성과 중∙고령층인 45-60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혼인상태별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동일기간 동일연령의 기혼여성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미혼 여성과 이혼 가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반적인 증가는 이러한 여성 가구주의 증가에서 대부분 기인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연령별∙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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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3차, 7차, 12차 총 

3개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재구성한 결과가 <표 1>에 

나타나있다. 8

2000년, 2011년의 기혼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변화율을 나타낸 <그림 2>를 

살펴보면 M자형 양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1차 퇴장 시기 및 1차 퇴장 이후 재 

진입시기가 늦춰진 것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000년에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30-34세 여성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뒤 35-39세부터 

다시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2011년의 경우,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30-34세에서 최저점을 기록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35-39세에서 40-44세로 옮겨갔다. 

 중년층 기혼 유배우 여성의 변화율이 전체 여성에 비해 작게 나타나기는 하나 

증감 방향이 일치함을 고려해볼 때, 전체 중∙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비단 

미혼,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가구주가 된 여성들의 참여율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기혼 

유배우 여성의 실제적인 노동공급 증가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변화율                                (단위:%) 

 항목  유형 년도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 2000 53.4  36.5  53.6  58.9  58.4  53.7  41.1  35.8  

2004 59.9  46.6  48.7  61.5  62.9  55.0  45.2  35.4  

2009 71.0  49.6  45.3  57.4  68.2  58.0  46.7  39.3  

기혼 

유배우 

2000 32.1  30.1  53.3  58.4  55.4  53.4  39.2  33.1  

2004 35.9  37.2  45.7  59.2  60.5  50.9  42.7  33.8  

2009 52.7  39.0  41.2  55.5  65.8  54.4  43.3  35.2  

변화율 전체 00~04 0.12  0.28  -0.09  0.04  0.08  0.02  0.10  -0.01  

05~09 0.19  0.06  -0.07  -0.07  0.08  0.05  0.03  0.11  

00~09 0.33  0.36  -0.15  -0.03  0.17  0.08  0.14  0.10  

기혼 

유배우 

00~04 0.12  0.24  -0.14  0.01  0.09  -0.05  0.09  0.02  

05~09 0.47  0.05  -0.10  -0.06  0.09  0.07  0.01  0.04  

00~09 0.64  0.30  -0.23  -0.05  0.19  0.02  0.10  0.06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2000), 7차(2004), 12차(2009)를 재구성 

 

이는 지난 11년에 걸친 여성의 초혼 연령의 꾸준한 증가에 잇따라 출산시기 및 영유아 

양육이 종료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9

                                                           
8 20-24세 연령의 경우, 2000년, 2011년 각각 관측치가 9개, 15개로 나타나 본 표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저출산 시대로 

9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26.49세에서 2011년 29.14로 11년간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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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기혼여성의 비율 역시 증가해온 것을 고려해볼 때, 출산과 양육을 뒤늦은 재진입 

시기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무자녀 

기혼여성의 영향이 압도적이라면 최근의 자료는 역 U자형에 가깝게 나타났어야 하나 

실제로는 우측으로 평행 이동한 M자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자녀 기혼여성의 증가보다는 

초혼 연령의 상승, 출산과 양육 시기의 이동이 경제활동참가율의 양상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45-64세에 

이르는 중∙고령 여성층에서 모두 참가율이 증가한 부분이다. 45-4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양육을 종료한 여성들의 진입 

증가로 일정 부분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 기혼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00년, 2009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2000), 12차(2009)를 재구성  

 

그러나, 50대 이상 유배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반적인 중∙고령층에서 증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증가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의 실질적인 증가다. 이 세대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50대로 진입하는 세대(cohort)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 

진입 이전부터 높게 나타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세대가 진입해왔을 가능성이고 

                                                                                                                                                                                     
번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왔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2000년 29.28세에서 2011년 31.9세로 증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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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중년층에 속한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이다. 전자는 세대효과(cohort effect), 후자는 어느 세대든 관계없이 환경 

또는 조건 등의 변화로 나타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외 또 다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exit),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55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연기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이 연령대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최근 

세대(cohort)에 가까울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중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전적으로 세대 

효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2> 1946년-1955년도 출생한 기혼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비율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46-1950 9.87  4.64  4.57  6.52  5.23  3.72  2.23  4.28  3.91  3.88  3.38  

1951-1955 7.51  5.10  5.14  6.58  5.74  4.89  4.72  2.69  4.29  3.92  4.48  

자료: 한국노동패널 2차(1999)-12차(2009) 재구성 

 

<표 2>는 1946년부터 1955년도 사이에 출생한 기혼 유배우 여성이 전년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그 다음 년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9년도의 

각각 세대에서 9.87%, 7.51%로 높은 전환률은 1998년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중년층에서 관측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원인의 하나로 

성인자녀효과(Adult children effect)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성 노동공급과 자녀 효과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자녀 양육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의 성인자녀는 양육 단계에 있는 자녀가 노동공급을 제약 또는 촉진하는 

효과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고, 양육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성인자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성인자녀가 여전히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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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여성은 20대와 30대 초반에 혼인을 하여 

출산을 하고, 그로부터 약 20여년 간 영유아 시기부터 유∙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기를 보낸다. 40대 후반, 50대에 이르면 장성한 자녀가 취업, 또는 혼인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며 이러한 자녀 출산, 양육 및 독립에 이르는 과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갖는 

독특한 특징은 청년세대의 노동공급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

2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은 <표 3>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특히 20대 초반 연령대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3>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2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000-2011년)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게다가 최근 더욱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는 대학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표 4>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얻은 성 및 

학제별 대학졸업소요기간을 월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군복무로 인한 휴학이 보편적인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6배 정도 긴 소요 기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한 여학생의 경우, 2007년은 총 50.8개월이었으나 2010년 

52.7개월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는 대졸자 여성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한국 5.4 5.2 5.4 5.3 5.2 4.6 4.2 3.8 3.5 3.5 3.3 3.3 

일본 8.0 7.7 7.4 7.3 7.0 6.8 6.8 6.7 6.5 6.3 6.1 6.0 

미국 9.9 9.9 10.0 10.1 10.2 10.1 10.0 9.9 9.8 9.5 9.6 9.9 

OECD 9.4 9.3 9.2 9.2 9.2 9.0 8.9 8.8 8.7 8.6 8.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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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2007-2010년 학제별 대학졸업소요기간                   (단위:월) 

년도 학제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7 대졸자 46.2 60.4 37.2 

3년제이하 33.6 46.1 25.9 

4년제 60.9 76 50.8 

2008 대졸자 47.5 62.2 37.9 

3년제이하 33.8 47.1 26.1 

4년제 61.9 76.3 51.5 

2009 대졸자 47.6 61.8 38.2 

3년제이하 33.6 45.5 26.4 

4년제 62.7 77.3 51.9 

2010 대졸자 48 62.1 39.3 

3년제이하 33.1 45 26.2 

4년제 62.5 77.6 5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중 청년부가조사』, 2007-2010                                      

 

20대 초반 청년층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그들의 부모세대, 특히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했을 가능성은 다음 <그림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20대와 50대 여성, 50대 남성의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1 

 

<그림 3>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20대 전체의 고용률과 50대 남성, 50대 여성의 

고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상당히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대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로는 특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0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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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상이한 추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남성의 경우 특별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50대 여성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다. 50대 남성의 고용률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50대 여성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50대 여성에게 고스란히 이전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양상을 연령, 혼인상태 및 세대(cohort)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율을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또는 고용률, 동일 남성세대의 고용률 변화와 

간접적으로 연계시켜본 결과, 성인자녀의 경제활동 부진으로 인해 성인자녀의 어머니 

세대에서의 노동공급이 촉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세대효과만으로는 중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중∙고령 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까지 경제활동에 전혀 종사하지 않은 여성이 뒤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출산,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중년기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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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1차부터 12차, 총 12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1998년 1차 조사 당시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개의 표본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씩 조사를 

실시하는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이다. KLIPS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구용 조사, 해당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조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차년도부터는 청년층, 중∙고령층 등 특정 연령대의 인구에 대한 조사와 건강과 은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고용형태, 교육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용 자료는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 관계, 주거상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 부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소득 및 소비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모든 응답자에게 해당하는 항목과 

취업자, 미취업자에게 해당하는 개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도 등 고용 관련 상세 내용이 해당하며 미취업자 

설문지는 구직활동, 사회보험 수급관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LIPS는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추적조사를 통해 구축된 패널데이터이므로 가구 및 개인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연결시킬 경우, 가구와 개인, 가구 내 가구원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가구용과 개인용 자료를 병합한 것과 

개인용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된 12차년도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분석이므로, 분석 대상은 만 45-64세 기혼 유배우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을 고려해볼 때, 4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성인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65세 이후의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고령 

노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라는 점, 

또한 대부분의 자녀가 혼인, 분가 등을 통해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혼 유배우 여성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기혼 유배우 

여성의 탄력성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자녀의 효과가 제대로 추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각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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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경제활동 상태 변수는 

경제활동인구인 경우 1, 비경제활동인구 10인 경우 0으로 나타낸 이항종속변수이다. 또 다른 

주요한 종속 변수는 연속된 시점의 경제활동상태를 이용해 구성한 노동시장 재진입 변수이다. 

t 시점에서의 재진입 변수는 t-1 시점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t 시점에 경제활동인구가 된 

경우를 1, t-1 시점과 t 시점의 경제활동 상태가 불변인 경우(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경우에는 0으로 구성하였다.11

 주요 설명 변수는 연령대별 자녀 보유 여부 및 성인자녀의 취업유무이다. 연령대별 자녀 

보유 여부는 분석대상이 중년여성임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을 19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으로 나누어 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부여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다른 연령대에 속할 경우, 각각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같은 연령대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을 할당하였다.  

  

본 분석에 포함된 미혼 성인자녀는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 경제적 여부에 상관없이 동거하는 자녀로 국한하였다. 

따라서 따로 사는 미혼자녀 중 재학 등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자녀 중 따로 사는 자녀는 본래 노동패널의 조사 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당 성인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어떤 성인자녀의 취업 상태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자녀의 출생 순서나 총 자녀 수와는 

관계 없이 가구 내 취업한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 본인의 연령, 학력, 배우자 학력, 비근로소득 등 일반적인 노동시장 참가 결정식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포함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해볼 때, 이전 근로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45세 이전 본인의 근로 경력기간을 포함하였다. 

비근로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정의하였으며, 

배우자의 학력 및 취업 상태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소득 효과를 통제하였다.  

 한편, 본인의 인적자본 요인, 배우자 및 가구요인 외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년도의 시도 

행정구역별 15-29세 청년 실업률을 추가적으로 설명 변수에 포함하였다. 청년 실업률 및 

                                                           
10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t시점에서의 재진입 여부를 사용한 경우, 1차년도 자료가 제외된 2차부터 
12차까지 총 11개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t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는 t-1 시점과 t 시점 사이

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로 결정되는데 1차년도의 경우 t-1 시점인 1997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제
약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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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과 중년여성의 실업률 및 고용률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이므로 중년여성의 부가노동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로 보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고용주 입장에서 청년실업률과 중년여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표본의 특성 및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를 <표 5>에서 보이고 있다.  

 

<표 5>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전체표본 성인자녀 보유 표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녀 19세 미만 자녀 17.39% 0.38 16.46% 0.37 

20-24세 자녀 44.11% 0.50 60.17% 0.49 

25-29세 자녀 35.06% 0.48 48.34% 0.50 

30-34세 자녀 12.74% 0.33 16.92% 0.37 

35세이상 자녀 3.51% 0.18 3.96% 0.20 

여성 본인 연령 52.96세 5.59 51.84세 4.90 

학력(고졸) 27.27% 0.45 29.60% 0.46 

학력(초대졸이상) 7.54% 0.26 6.98% 0.25 

경제활동참가율 48.88% 0.50 50.41% 0.50 

비경활 51.12% 

 

49.59% 

 취업 47.62% 49.16% 

실업 1.26% 1.25% 

(재)진입률 4.80% 0.21 4.52% 0.21 

경험한 일자리 수 2.22개 1.85 2.37개 1.90 

총 근로년수 9.97년 9.54 9.75년 8.65 

남성 배우자 연령 56.65세 6.59 55.47세 5.68 

학력(고졸) 34.96% 0.48 36.89% 0.48 

학력(초대졸 이상) 18.17% 0.39 18.40% 0.39 

경제활동참가율 76.78% 0.42 80.51% 0.40 

비경활 23.72% 

 

19.49% 

 취업 74.76% 78.63% 

실업 2.02% 1.87% 

비근로 가구 소득 (단위: 천만) 3.17 3.57 3.62 3.60 

지역 15-29세 청년실업률 7.94% 1.30 7.92% 1.29 

성인자녀의 미취업률 43.42% 0.50 

총 표본 수 15941 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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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보다 구체적인 통계량 분석을 통해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성인자녀의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은 본 분석대상인 중년 기혼여성을 자녀가 없는 여성,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20-24세 자녀, 25-29세 자녀, 30세 이상의 성인자녀를 둔 여성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20-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연령이 높은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20-24세 자녀를 둔 그룹은 1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그룹에서 자녀가 없는 중년 기혼여성 그룹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자녀연령대별 보유여부와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상태지속성(state-dependency)의 특징을 지니므로 해당 기의 경제활동 

상태와 자녀 보유 유형 비교만으로는 자녀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경제활동 상태의 변동을 나타내는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변수를 

활용하였다. 아래의 표는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조건부 전이확률을 여러 조건 

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여부를 기초로 

이전 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다음 기 비경제활동인구 유지 또는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 

이전 기 경제활동인구에서 다음 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또는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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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중년여성 전체와 55세를 기준으로 연령층을 나눠 각각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조건부 전이확률을 나타낸 것으로 45-54세 기혼여성의 경우, t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t+1기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이 11.22%로 55-64세 여성의 5.8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여성 본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조건부 전이확률 (1998-2009년) 

 
 

T+1기 비경활 T+1기 경활 합계 

T기 비경활 전체 중년여성 (45-64세) 91.36 8.64 100.0 

 45-54세 88.78 11.22 100.0 

 55-64세 94.19 5.81 100.0 

T기 경활 전체 중년여성 (45-64세) 12.04 87.96 100.0 

  45-54세 11.33 88.67 100.0 

 55-64세 12.81 87.19 100.0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조건부 전이확률을 자녀 보유 유형별로 나타낸 결과는 <표 7>에서 

보이고 있다. 자녀 보유 유형에 따라 조건부 전이확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 즉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비율은 20-

24 세 자녀를 보유한 중년여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은 이 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자녀 보유 유형별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조건부 전이확률  

 자녀 보유 유형 T+1기 비경활 T+1 경활 합계 

T기 비경활 

무자녀 92.74 7.26 100 (1,337) 

19세 미만 자녀 89.84 10.16 100 (246) 

20-24세 자녀 87.83 12.17 100 (1,331) 

25-29세 자녀 90.94 9.06 100 (1,644) 

30세 이상 자녀 94.23 5.77 100 (1,074) 

T기 경활 

무자녀 12.40 87.60 100 (992) 

19세 미만 자녀 11.07 88.93 100 (280) 

20-24세 자녀 10.46 89.54 100 (1,912) 

25-29세 자녀 13.17 86.83 100 (1,617) 

30세 이상 자녀 13.70 86.30 100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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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 세 자녀를 보유한 그룹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관측된 사실과 

종합해볼 때, 20-24 세 자녀를 보유한 기혼여성그룹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진입률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의 결과는 45 세 이상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에 여전히 자녀가 미치는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20 대 초반의 청년자녀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여성 본인의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노동시장의 진입 및 퇴출이 자녀효과로 인한 것이기보다 자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본인의 나이도 증가하여 진입 감소, 퇴출이 증가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을 통제하여 구체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년 기혼여성과 20 세-24 세 자녀를 보유한 경우의 전이확률을 비교해 

볼 때, 20-24 세 자녀를 보유한 기혼여성의 전이확률이 약 5% 이상 높게 나타나고, 19 세 

미만 자녀를 보유한 여성그룹보다 20-24 세 자녀를 보유한 여성그룹에서 수치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자녀보유 유형별 노동공급 양상의 차이가 여성 본인의 

연령효과만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성인자녀가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 5>는 자녀가 중년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청년자녀의 취업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5> 성인자녀 특성별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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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분석대상을 성인자녀가 없는 경우와 성인자녀를 보유한 경우로 먼저 나눈 뒤, 

성인자녀를 보유한 그룹을 다시 자녀가 취업한 경우와 비취업한 경우로 나눠 총 4 개년(2000, 

2003, 2006, 2009 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성인자녀가 비취업 상태에 

있을 경우, 성인자녀가 취업한 상태 또는 성인자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년 

기혼여성은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여기에서 성인자녀가 없는 중년 기혼여성은 

자녀가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20 세 미만의 자녀를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성인자녀 특성별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조건부 전이확률을 나타낸 <표 8>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다음 기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은 성인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재개 또는 새로 시작한 비율은 비취업 성인자녀를 둔 여성이 

10.19%로 취업한 성인자녀를 둔 여성의 7.7%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율, 즉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비율 

역시 취업한 성인자녀를 둔 여성 그룹이 13.74%, 비취업 성인자녀를 둔 여성 그룹이 

10.40%로 자녀가 비취업한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퇴장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표 8> 성인자녀 특성별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조건부 전이확률 

 성인자녀 특성 T+1기 비경활 T+1 경활 합계 

T기 비경활 

성인자녀 무(無) 92.30 7.70 100 (1,584) 

성인자녀 유(有) 90.50 9.50 100 (4,875) 

취업 성인자녀 92.15 7.85 100 (2,088) 

비취업 성인자녀 89.81 10.19 100 (1,207) 

T기 경활 

성인자녀 무(無) 12.08 87.92 100 (1,275) 

성인자녀 유(有) 12.43 87.57 100 (4,994) 

취업 성인자녀 13.74 86.26 100 (1,922) 

비취업 성인자녀 10.40 89.60 100 (1,308) 

 

 따라서, 성인자녀의 취업여부가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자녀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년자녀의 비취업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의 연기로 인해 가구 지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미래 자녀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켜 가구 경제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중년 기혼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노동시장에의 (재)진입률은 성인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년여성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평균적으로 남편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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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이 시기를 전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보다는 중년의 아내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주된 

모형은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패널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과 

패널 로짓모형(logit model)을 추정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time-invariant variable)의 효과를 제거하여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종속변수가 상태 지속성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점,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된 

본인의 학력 및 가구주의 학력 등은 분석대상의 연령을 고려해볼 때 관측기간 동안 변동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패널 개체 내 자녀효과의 변동성보다는 개체 간 

나타나는 상이한 자녀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본 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보인다. 따라서, 분석방법으로 확률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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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귀분석 결과 

 

 앞서 본 내용들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자녀 효과가 영유아 및 미성년자 자녀를 

둔 기혼여성뿐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중년 

기혼여성에까지도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통제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성인자녀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증분석은 성인자녀로 인해 유발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분석 대상을 45-64 세 기혼 유배우 여성으로 한정한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실증분석이 해당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상태 (또는 취업 상태)뿐만 아니라 (재)진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에 이루어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과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실증분석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년여성에서의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는 45 세 이전의 여성의 (재)진입 결정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과 경제활동참가 

지속에 대한 결정은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본 실증분석에서는 중년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행 여부를 각각 

살펴본다. 과거 일자리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이라면, 노동시장 최초 진입에 해당할 것이고 

과거 근로 경험이 있으나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재개하는 경우는 재진입이 될 

것이다. 최초진입 또는 재진입의 여부의 차이는 본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편의상 재진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12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해볼 때, 대부분의 

기혼여성은 영유아,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이라는 공통된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어느 학급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 재정 등이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12 한국노동패널은 직업력 자료를 통해 과거에 가진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근무 경력, 경력 단절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직업력 자료는 일자리를 한 번이라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정보가 누락된 개인을 모두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
어 추가 분석을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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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미성년자 자녀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본 기혼여성 노동공급 관련 분석은 

자녀의 유무를 중요한 변수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녀가 청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이냐 취업이냐는 

갈림길에 서게 되고 이러한 선택의 결정에 따라 본인 및 부모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은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가령, 고등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의 길에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대학진학을 선택한 부모가 느끼는 재정적 부담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1314

먼저, 중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자녀연령별 보유여부가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9>에 수록하였다. 본 분석에서 기준 그룹은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이며, 

자녀의 연령별로 자녀유무를 반영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자녀유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 자료의 특성상,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따로 사는 자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따로 사는 자녀의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개인용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반면, 따로 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따로 사는 자녀는 설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앞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20-24 세 청년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학 진학으로 인해 취업을 연기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성인자녀가 중년 기혼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녀유무만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의 경우,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나 이러한 자녀는, 독립된 가구경제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효과를 추정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가구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녀는 동거 자녀와 따로 사는 경제적 미독립 자녀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3 한국노동패널 11차 교육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학 재학 시 등록금 충당방법 문항에 75%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고 응답하였고 스스로 충당하는 비율은 8.43%였으며 부모와 나누어 분담한다고 응
답한 비율은 12.14%로 나타났다. 
14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하였더라도 어떤 유형의 대학(4년제/전문대학, 국립대/사립대 등)에 진학하였

는지에 따라서도 가구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에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자녀의 대학

진학의 효과는 내생성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유보하였다. 자녀의 대학진학과 여성노동공

급과의 관계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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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45-64 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회귀 분석 결과 

  Linear Probability Model Logit Model 

  Pooled OLS 
Panel  

Random Effect 
Pooled OLS 

(dy/dx) 

Panel  
Random Effect 

(dy/dx) 

0-19세 자녀 0.0244** 0.0096 0.0302** 0.0216 
  (0.036) (0.397) (0.032) (0.501) 
20-24세 자녀 0.0356*** 0.0218*** 0.0434*** 0.0606*** 
  (0.000) (0.006) (0.000) (0.006) 
25-29세 자녀 0.0015 0.0163** 0.0031 0.0496** 
  (0.864) (0.020) (0.762) (0.012) 
30세 이상 자녀 -0.0231** -0.0088 -0.0242* -0.0181 
  (0.043) (0.377) (0.074) (0.524) 
연령 0.1090*** -0.0064 0.1373*** -0.0156 
  (0.000) (0.614) (0.000) (0.672) 
연령제곱 -0.0010*** -0.0000 -0.0013*** -0.0001 
  (0.000) (0.879) (0.000) (0.809) 
본인 고졸 -0.0175 -0.0279 -0.0233* -0.0823* 
  (0.104) (0.115) (0.075) (0.086) 
본인 초대졸 이상 0.0897*** 0.0404 0.1135*** 0.1245 
  (0.000) (0.182) (0.000) (0.148) 
배우자 고졸 -0.0655*** -0.0672*** -0.0759*** -0.1840*** 
  (0.000) (0.000) (0.000) (0.000) 
배우자 초대졸 이상 -0.2215*** -0.2102*** -0.2567*** -0.4525*** 
  (0.000) (0.000) (0.000) (0.000) 
배우자 비취업 -0.1257*** -0.0818*** -0.1467*** -0.2015*** 
  (0.000) (0.000) (0.000) (0.000) 
비근로 가구소득 -0.0617*** -0.0233*** -0.0748*** -0.0649*** 
  (0.000) (0.000) (0.000) (0.000) 
45세이전 근로경력 0.1335*** 0.1292*** 0.1651*** 0.3751*** 
  (0.000) (0.000) (0.000) (0.000) 
Constant -2.3567*** 0.8619** 

    (0.000) (0.012)     
Observations 15,941 15,941 15,941 15,941 
R-squared 0.1639   

  Adj. R-squared 0.1632 . . . 
Number of pid   2,572   2,572 

p-values in parentheses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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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자녀유무를 반영하는 더미변수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 상태 

결정 함수에 본인의 학력, 연령, 배우자의 학력, 비근로소득, 45 세 이전 근로 경력을 

포함하였다.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과 로짓 모형(logit model)을 사용한 

결과, 합동 OLS 나 확률효과 패널 GLS 모두에서 20-24 세 자녀를 지녔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추정되고, 패널 GLS 의 경우 25-29 세 자녀를 둔 경우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합동 OLS 방법에서는 30 세 이상 자녀를 

지녔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학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중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게 추정되고 있으며 

비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제약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는 지금까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45 세 이전의 근로 

경력이 많을수록 중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추정 결과는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성인자녀의 유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 성인자녀의 경우, 성인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자녀특성이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성인자녀를 둔 45-64 세 기혼 유배우 

여성으로 한정하여 성인자녀의 취업여부가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은 성인자녀를 둔 45-64 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추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비취업 더미가 유의하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유의하게 나타난 추정 결과 역시 기존 노동공급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자녀의 비취업이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갖는 효과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으나 양(+)의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업한 성인자녀를 둔 45-64 세의 기혼여성에 비해 비취업 상태인 성인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이러한 추정결과는 

성인자녀유무 외에도 성인자녀의 특성이 중년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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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성인자녀를 둔 45세-64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회귀 분석 

  Panel Random Effect 

  전체 45-54세 55-64세 

성인자녀 비취업 0.0085* 0.0120** -0.0032 
  (0.086) (0.045) (0.716) 
배우자 비취업 -0.0068 -0.0077 -0.0035 
  (0.266) (0.365) (0.663) 
연령 0.0050 -0.0164 -0.0231 
  (0.609) (0.668) (0.723) 
연령 제곱 -0.0001 0.0002 0.0002 
  (0.493) (0.678) (0.749) 
본인 고졸 0.0093 0.0110 0.0025 
  (0.170) (0.171) (0.842) 
본인 초대졸 이상 -0.0033 -0.0081 0.0129 
  (0.787) (0.579) (0.560) 
배우자 고졸 -0.0079 -0.0084 -0.0079 
  (0.185) (0.259) (0.386) 
배우자 초대졸 이상 -0.0247*** -0.0245** -0.0252 
  (0.009) (0.034) (0.113) 
비근로 가구소득 -0.0092*** -0.0081** -0.0127*** 
  (0.002) (0.034) (0.007) 
45세 이전 근로 경력 -0.0049** -0.0048** -0.0002 
  (0.029) (0.042) (0.988) 
지역 15-29세 청년 실업률 0.0037** 0.0067*** -0.0035 
  (0.034) (0.002) (0.223) 
Constant -0.0572 0.4286 0.8262 
  (0.826) (0.650) (0.667) 
Observations 8,659 6,217 2,442 
Number of pid 1,849 1,548 732 

p-values in parentheses 
* p<.1, ** p<.05, *** p<.01 

 

성인자녀의 비취업 상태가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효과를 보인다는 

추정결과는 비근로 가구소득을 통제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에 따라 성인자녀의 취업 

유인이 달라지고, 이러한 상이한 유인이 어머니의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인자녀의 비취업이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자녀의 경제적 미독립으로 인해 가구 지출의 감소 시기가 연기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가구 지출은 중∙고령 가구로 갈수록 감소하는데 이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 혼인, 분가를 통한 가구 규모의 축소와 관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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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인자녀의 비취업은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고 이는 가구 지출이 감소하는 시점의 연기로 이어져 가구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의 비취업의 원인이 주로 명예퇴직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남편이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이와 달리 자녀의 비취업 상태는 부모가 직면하는 

자녀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경제적 독립 

시기의 지연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취업 성인자녀를 지닌 

중년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증가는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은 성인자녀로 인해 가구지출 

감소 시점의 연기의 효과, 자녀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의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자녀와 관련된 가구 지출 부담의 증가는 자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보다는 20 대 초∙중반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며 특히, 대학 진학률이 80%를 웃도는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 등록금은 가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린 성인자녀의 비취업 상태가 어머니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갖는 효과가 연령이 높은 

성인자녀의 비취업 상태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년여성의 

연령을 45-54 세, 55-64 세 두 그룹으로 나누어 추정을 하였으며 <표 10>에 그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15

확률 효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45-54 세 여성의 경우, 양(+)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55-64 세 여성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유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55-64 세의 경우, 45-54 세에 비해 표본 수가 작다는 점, 재진입률 자체가 45-54 세에 

비해 낮다

  

16

                                                           
15 본 분석자료에서 성인자녀를 둔 중년여성 중 자녀가 대학 재학중인 비율은 45세-54세의 경우 65%, 
55세-64세 여성의 경우 21.1%로 나타나 45-54세 연령대에서 대학 재학중인 자녀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추정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볼 때도, 상대적으로 젊은 

45-54 세 즉,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의 성인자녀를 보유하는 여성에게서 자녀의 비취업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녀 효과보다는 배우자의 학력이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55-64 세에서 계수가 더 크게 

추정된 것을 관측할 수 있다.  

16 본 분석자료에서 성인자녀를 둔 45-54세, 5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률은 각각 5.29%, 3.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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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효과를 자녀 연령대별 보유 

유무,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연결되어 있는 성인자녀의 취업 여부를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는 앞에서 통계량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 본 내용과 일치된 결론을 보였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청년자녀로 인해 중년여성인 어머니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자녀를 보유하는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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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중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성인자녀가 갖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녀 양육기가 끝난 중년기에 이른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혹은 최초 진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 효과는 크지는 않으나 여전히 자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유아 등 미취학 자녀 또는 취학 자녀가 자녀 

양육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했던 것과 달리 자녀 양육기를 종료한 

중년 기혼여성에게는 성인자녀가 오히려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성인자녀를 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린 

성인자녀를 보유할 비율이 높은 45-54 세 여성에게서 자녀의 비취업 효과가 뚜렷하게 

관측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교육년수가 증가함에 따른 청년자녀의 경제적 

독립시기의 연장과 무관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자녀의 늦은 경제적 독립은 자녀가 

부모에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지출이 

감소하지 않으며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구 지출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녀의 비취업 상태가 가구의 불안감을 야기하여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녀의 어머니가 대신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청년자녀의 취업 상태를 중년이 된 어머니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연계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기존의 영유아 및 미취학 자녀, 미성년 취학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중년 기혼의 여성에까지 확장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자녀효과의 존재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녀의 비취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 경제활동참여여부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여부만을 살펴보았으므로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에만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뒤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 직면하는 

근로조건 또는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볼 때, 노동공급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자녀효과의 경로 및 노동공급의 질적 양상을 고려한 보다 풍부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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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어느 생애 주기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각 세대별로 개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는 출산, 육아 등의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20 대 후반에서 40 대에 이르는 여성이 

분석의 중점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 흐름에도 반영이 되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촉진방안은 보육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경력 단절에도 불구하고 중년기에 이르러 새롭게 또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중년 기혼여성에 대한 고용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녀의 교육 

년수의 증가 추세와 청년 실업의 문제가 크게 완화되지 않는 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중년여성의 비율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오랜 경력단절을 경험했거나 노동 시장에 최초 진입하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중∙고령 노동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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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working mom’ usually conjures the image of a young woman who seems to be busy 

building up her own career and at the same time rearing her infant child or sending children to school. 

However, it is no longer used only for women in their late twenties or thirties. Middle-aged mothers 

are easily found in the labor market, and it is more remarkable in recent years in Korea.  

 Economic analysis of female labor supply traditionally has been focused on women in a specific life 

stage, such as recently married or new mothers. This is because they seem to be victims of 

discontinuance of career due to women’s life-cycle event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consistently 

showed that infants or children under 6 have a restrictive effect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Moreover, in Korea, where the enthusiasm for children’s education is very high, even 

children who are in relatively upper grades in school can suppress the labor supply of highly educated 

women. However, not much attentions has been paid to the middle-aged women labor supply for a 

long time just as mother’s household labor was taken for granted.   

  This paper analyzes female labor supply, especially targeting middle-aged married women. Using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it shows that not only young children, but also 

adult children,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It also suggests 

that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 woman’s child can be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others as well as quantitative differences. In this case, the employment status 

matters. This study suggests that middle-aged mothers who have unemployed adult child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economic activities compared to mothers whose adult child is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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