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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지속되고 있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은 이제 개인 혹은 가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집중하며 2005년「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저출

산의 원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히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은 결혼시기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

라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자녀의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출산분석은 출산하지 않고 탈락된 가구들을 모두 포함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강화하였다. 분석자료는 한

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데이터 중 2000~2014년까지 결혼한 가구를 대

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출산 시점의 경우 지역주택가격의 영향이 

점유형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가가구와 임

차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으로 지역주택가격과 결혼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결혼형성기인 

20~30대 청년층의 신혼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고 결혼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남

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결혼연령도 함께 높이고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기간이 긴 여성에게 결혼은 높

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결혼연령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

성의 경우에도 소득이 높고 취업기간이 길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안정

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확보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상태일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성도 결

혼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분석으로 지역주택가격과 출산시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가구에게 지역주택가격이 첫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에 따라 첫 자녀의 출산을 

연기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둘

째 자녀 출산 시점이 매우 유의미하게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임차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둘째 출

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전세에 비해 둘

째 출산시기를 상당히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주거불안정성이 둘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가가구에게 지역주택가격은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결혼 시점에 임차였다가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

입한 가구의 경우 첫 자녀 출산시점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구입비용과 자녀 양육비용이 경쟁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가가구에서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며, 자·차가 가구 모두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연령과 

첫 자녀 출산시점이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연쇄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여성이 근로를 할 경우 모든 가구에서 첫 자녀 출산 시점이 상

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첫 자

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빨라지고 가구주(남성)가 실업상태인 경우 

첫 자녀 및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이 늦어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 

연령 뿐만 아니라 출산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년층에 비해 자산이 적은 20~30대 청년층에게 높은 지역주택

가격은 신혼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이 축척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으면 첫 자녀 출산연령을 높

이고 이는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출산수준



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저렴주택의 확보와 다양한 주

택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상품 활성화 등 주택의 접근성을 높여 결혼연령

을 낮출 수 있는 주택정책적 차원의 정책들이 요구된다. 
한편,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매우 유의미하게 늦어진다는 

것은 지역주택가격이 출산 자녀 순위 및 점유형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미 한명의 자녀를 출산한 임

차가구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이 요구되고 양육비용 중 주

거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지역주택가격은 주

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주택구입자로서 지

역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주택구입자산을 축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둘째 자녀 출산은 임차가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주택구입을 위

한 금융지원 및 분양전환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자가주택 공급 방안 검토

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이 근로를 할 경우 모든 가구에서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들이 요구되어진

다. 주택정책적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영·유아 돌봄시설이 확보된 주택의 공급 확대와 공동육아 조합주택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결혼 

및 출산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으

로 단순한 인과적 관계가 아닐 수 있으며, 결혼 및 출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지역주택가격, 결혼연령, 출산시점, 생존분석, 한국노동패널, 
         주거비부담 

학  번 : 201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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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최근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대별

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놓여있다. 특히 2005년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인 1.08명으로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1) 지속되고 있는 초저

출산의 문제는 이제 개인 혹은 가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저출산의 영향은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

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노인부양에 대한 비용지출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심화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인식 속

에 2005년에는 정부를 중심으로「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신설되

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는 등 출산율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출산율의 반등은 예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미혼남녀의 비혼·만혼화 

경향증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정

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의 증가, 주택마련의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관

련 비용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도 주거문

제는 만혼화의 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출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요

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삼식, 2012,p.11)
이와 관련하여 2013년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

1)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70년 가임여성 한 명당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IMF 경제
위기 이후 1998년 1.47명으로 급락하여 2016년에는 1.17명, 2017년 2분기 현재 1.04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혼을 꺼리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택 등 결

혼자금문제’가 68%, ‘취업문제’가 16.4%로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문제가 

결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해 ‘신혼부부대상 주택공급이나 

주택자금대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34세 미혼남녀에게서 각각 

41.3%, 23.5%로 높게 나타나 주택마련문제가 결혼 뿐만 아니라 출산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가격은 2000년 100을 기준으로 2015년 집값이 

228, 전세값이 260.1로 상승한데 반해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근로소득은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전체가구가 207.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가 204.7, 40~49세 이하가 215.1, 50~59세 이하가 223.5로 

나타나 39세 이하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과 월세의 가속화 등에 따른 주거문제는 젊은 미혼남녀의 결혼을 늦추

고,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등

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이미 저출산을 경험한 국외연구에서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

구형성을 억제시키고(Haurin, 1993; Ermisch & Di Salvo, 1997; Emisch, 
1999), 첫 출산을 지연시키거나(Rudel, 1987;Simon & Tamura, 2009; 
Clark, 2012),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Yi & Zang, 
2010) 그러나 주택가격과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최근에

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회고적 자료

에 의존하거나 시·도 단위의 집계데이터(aggregated data)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혼인율 및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총계수준의 분석으로 

가구단위에서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수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 

격차 또한 점차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의 결정에 미치는 고

유한 주택가격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지역의 주택가격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점유형태에 따라 출산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가가구 및 임

차가구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출생아 수(quantity)의 감소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결혼연령 증가

와 함께 출산시기(tempo)의 변화가 출산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은기수, 200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주

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현

재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시사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본 논문은 결혼결정에서부터 결혼이후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과의 관계를 가구를 중심으로 추적해 감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이

는 수년간 높아진 결혼연령이 첫 자녀 출산 연령을 높이고 이는 추가 출

산을 중단시켜 전체적으로 출산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

며 결혼과 첫 자녀 및 둘째 자녀출산은 서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결정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 및 출산은 새로운 주거를 획득 및 구매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본 연구는 지역주택가격이 출산시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를 분리하

여 살펴보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2016년 현

재 합계출산율이 1.17명이며 인구대체수준이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동안 연구가 부족하였던 둘째 자녀 출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

석하였다는 점 또한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

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결혼 후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

산시점이 늦어질 것인가? 또한 이 효과가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최초 결혼한 가구

(이하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3가지로 진행되는데 첫째, 지역주

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이며 둘째, 지역주택가격이 첫 자녀출

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셋째, 지역주택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

시점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출산시점을 둘째 자녀 출

산시점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현재 통계청에 의한 국내 평균 합계출산율이 1.17명이

라는 점과 첫 자녀보다는 둘째 자녀에서 좀 더 계획적인 결정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김정적, 2007 ; 차승은, 2008). 다

시 말해 합계출산율이 1.17명인 상황에서 신혼가구가 첫 자녀를 출산하

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첫 자녀 출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째, 인구대체수준2)이 현재 2.1명인 점을 고려하였다. 인구대체수준은 현

재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으로 일반적으로 적정출산율에 대한 정의로 사용된다. 따라서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합계출산율 및 인구대체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설정한다. 지역주택가격수준

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재 노동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주

지의 최소단위는 시·군·구 단위이며, 한국감정원에서 제공되는 주택매매

가격 또한 시·군·구 단위로 분석단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유형태에 따라 

2)대체출산율이라고도 불리며,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
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3명 전후이며, 사망률과 거의 비례한다. 인구학자
들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저출산사회로 보고 있다. (네이버 백과
사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전 주택을 소

유한 경우는 ‘자가가구’로 출산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임차가구’로 설정하고 각각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범위 설정에 따라 제2장에서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최근 동향과 주택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이후 결혼 및 출산 이론과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주택가격 또는 주거비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의 차별성과 결혼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에 대한 자료의 구축과 분석틀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분석별로 분석대상이 달라져 분석자료를 별도로 구축해야한다. 따

라서 분석별 자료구축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필요하며 본 장에서 이를 

설명한다. 더불어 변수 설정에 대한 설명 또한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이후 제4장에서는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남성이 집을 마련하는 전통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은 종속변수

를 결혼연령으로 하고 지역주택가격 및 결혼연령에 미치는 여타 통제변

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지역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지역주택가격이 첫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이 경우 점유형태에 따라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첫 자녀출산시점 전까지 자가로 변환된 가구와 

임차가구를 분리하고 각각 생존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은 결혼이후 첫 자녀출산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주택가격과 그 외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며 생존분석방법 

중 콕스모형과 와이블모형을 통해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도

록 한다. 두 번째 분석인 둘째 자녀 출산 시점 분석 또한 동일하게 진행

한다.  
제6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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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결혼 및 출산 동향과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국내 결혼 및 출산 동향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1982년에 2.39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3)은 <그림2-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2005년 1.08로 크게 떨어진 이후 2016년 현재 1.17명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1.2명 내외에서 늘지 않고 있다. 출

생아수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 1982년 한해 약 84만명이었던 출생아수는 

2016년 현재 약 40만명으로 절반이상이 줄어든 상황이다. 
848

675
636 633 650

731 721
691

635 635

492 473
448 466 470 485

435
406

2.39 

1.74 

1.58  1.55  1.57 

1.76 
1.66 

1.57 

1.45  1.47 

1.17 
1.08 

1.19  1.23 
1.30 

1.21 
1.1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출생아수(천명) 합계출산율(명)

<그림 2-1>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출산·사망통계, 각연도

한편, <그림2-2>에 나타난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2017년을 기점으

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늘어나며4),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36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2,062만명으로 40%이

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는 2015년 

73.4%를 차지하던 15~64세 인구가 2065년에는 47.9%로 낮아지고, 65
세 이상이 42.5%로 확대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

3)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다. (통계청, 2016)

4)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인구이며, 유소년인구는 0~14세인구를 말한다.(통계청, 2016)



불어 1965년 43.8%를 차지하던 유소년 인구는 이후 급격히 줄어 2015
년 13.8%에서 2035년 이후에는 10%이하로 추락할 예정이며, 인구감소

에 따른 출산 가능인구는 더욱 줄어 출산율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령별 인구구조 연령별 인구구성비

<그림 2-2> 연령별 인구구조 및 인구구성비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6.12.8,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결과 

이처럼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복지지출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악

화되고 미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그림2-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2001년 4.6%였던 잠재성장률은 2030년에는 1.8%로 줄어들고, 
복지지출은 2013년 9.8%에서 2060년에는 28.9%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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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잠재성장률 및 복지지출 전망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15), p.6, 재구성(좌), 보건복지부(2014), 사회보장재정추계, 재구성(우) 



2. 결혼 및 출산 관련 현황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출산

량의 감소와 출산시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결혼한 여성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것에서부터 결혼을 연기 혹은 포기함에 따라 출산

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은기수, 2005). 특

히 동거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에는 높은 혼외출산으로 결혼연령과 출산

율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약한 반면5), 혼외출산율이 2%미만으로 지극히 

낮은 국내의 경우에는 여성의 가임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결혼을 

연기 혹은 포기하는 현상은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2-4>는 연도별 남녀 평균 결혼 연령 및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데 국내 

평균 결혼 연령은 1996년 남성 28.4세, 여성 25.5세에서 2016년 현재 

남성 32.8세, 여성 30.1세로 크게 상승한 반면 혼인 건수는 1996년 약 

43만명에서 2016년 약 28만명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연도별 남녀 평균 결혼연령 및 혼인건수 변화(1996~2016년)
자료 :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각연도

구체적으로 해당 연령별 혼인율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1996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2016년 남성의 경우 

25~29세 이하 혼인율이 56.7%로 1996년에 99.2%에 비해 상당히 줄어

5)한국은 2014년 기준 혼외출산이 1.9%이며, OECD 평균은 39.9%이다. 일본 2.3%, 터
키 2.8%, 이스라엘 6.3%, 그리스 8.2%가 10%미만이며, 프랑스는 56.7%이며, 노르웨
이 55.2%, 덴마크 52.5%, 스웨덴 54.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통계, 2014) 



든 반면 30~34세 연령에서 59.3%로 늘어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2016년 25~29세 이하 연령대가 1996년 84.5%에서 66.5%로 줄어든 

반면 30~34세가 50.1%로 크게 늘어나 남녀 모두 결혼 주 연령대가 

30~34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

<그림 2-5> 남녀 연령별 혼인율의 변화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용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에 

그치고 있다. <그림 2-6>에 나타난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의 경우에는 1995년에 비해 2015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OECD 평균 1.68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는 1.24로 가장 

급격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6>OECD 국가 합계출산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각년도,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앞서 살펴본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은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2016년 통계청에 의한 시·도별 조혼인율6) 및 합계출산율 현황을 보면 

<그림2-7>과 같다. 조혼인율의 경우 최근에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울산>제주>서울>충남>경기와 대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합계

출산율의 경우 전남>제주>울산>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조혼

인율이 높으면 가임여성의 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

이 크나 수도권의 경우 조혼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 반해 합계출

산율은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 순으로 낮게 나타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출산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 시도별 조혼인율 2016 시도별 합계출산율

5.9

1.82 
1.47 

1.43 
1.42 

1.40 
1.40 

1.36 
1.36 

1.25 
1.24 

1.19 
1.19 
1.19 

1.17 
1.14 

1.10 
0.94 

0.9 1.1 1.3 1.5 1.7 1.9 

세종
전남
제주
울산
충남
경북
충북
경남
전북
강원
대구
대전
경기
광주
인천
부산
서울 전국1.17

<그림 2-7> 2016년 시·도별 조혼인율 및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2017), 2016년 혼인·이혼통계 및 출생·사망통계 결과, 인용 및 재구성 

6)조혼인율은 혼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결혼연령 상승에 따른 결혼 시기의 변화는 기혼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

령 또한 상승시키고 있다. 통계청(2016)에 의한 「2016년 출산·사망통

계」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은 1996년 26.7세에서 2016
년 31.4세로 20년 동안 약 5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자녀 출

산연령의 상승과 함께 셋째 출산연령도 1996년 31.7세에서 2016년 34.7
세로 높아졌다.<그림 2-8, 좌> 또한,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05
년에는 25~34세로 넓게 분포하였으나 2016년에는 30~34세를 중심으로 

높고 좁게 분포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총 출산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8, 우>
1996~2016년 

모(母)평균 출산연령

모(母) 연령별 출산율 추이

(2005, 2007, 2016)

28.1 

30.4 

32.4

26.7 

29.3 

31.4 

31.7 

33.5 

34.7 

26.0 

28.0 

30.0 

32.0 

34.0 

36.0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p

평균출산연령(셋째아)

모(母)평균출산연령(전체)

평균출산연령(첫째아)

(세)

<그림 2-8>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및 연령별 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7.2.22, 출산·사망통계 결과, 인용

결혼연령의 상승은 첫 자녀 출산연령 뿐만 아니라 평균 출생아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

아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2-1>에 나타난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결혼 연령이 25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균 출생아 수는 2.04명으로 합계출산율 1.17명을 상회하나, 결혼 연령

이 25~29세일 경우에는 1.76명, 결혼 연령이 30~34세일 경우에는 

1.33명, 결혼연령이 35세 이상일 경우에는 0.80명으로 결혼연령이 높을



결혼연령

(세)
전체 평균 기혼여성의  현재 연령

15∼49 25세 미만 25∼29 30∼34 35∼39 40∼44 45∼49
전체 1.75 0.85 1.04 1.36 1.76 1.9 1.95

25세미만 2.04 0.85 1.55 1.94 2.08 2.13 2.09
25∼29세 1.76 　 0.69 1.42 1.89 1.9 1.95
30∼34세 1.33 　 　 0.7 1.37 1.68 1.64
35세이상 0.8 　 　 　 0.45 0.92 0.9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165, 인용 및 재구성 

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현재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동일

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결혼 연령 상승과 더불어 결혼 이후 출산속도 또한 출산력 수준을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은기수, 2005). 통계청(2017)에서 발

표한 통계개발원의「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결과 중에서 결혼연령

과 첫 자녀 출산기간 및 총 출산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5년부터 2004년까지 결혼한 여성의 경우,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시

점까지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다가 2005년 이후에는 결혼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다시 첫 자녀 출산간격이 짧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1990~2004
년까지 3.9년으로 나타난 총 출산기간은 2005년 이후 3.2년으로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 

이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따라잡기7)’ 현상에 따라 짧아지며, 총 

출산기간 또한 짧아져 첫 자녀 후 출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2 참조>

7)따라잡기 효과란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 이후 첫 자녀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효과(Catch-up effect)를 말한다.(통계청, 2017) 



지역(단위, 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결혼~
첫 자녀 출산 

1.75 1.61 1.57 1.59 1.49 1.57 1.52 1.66 

총 출산기간 3.66 3.62 3.72 3.72 3.76 3.74 3.53 3.66 
지역(단위, 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결혼~
첫 자녀 출산 

1.50 1.49 1.52 1.46 1.47 1.52 1.52 1.47 

총 출산기간 3.85 3.79 3.75 3.79 3.97 3.75 3.66 4.23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7.11.20,「생애주기별 주요특성 분석」결과,pp.3~7,인용 및 재구성 

<표 2-2> 결혼코호트별 결혼연령과 첫 자녀 출산간격 및 총 출산기간8)

결혼코호트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결혼연령 24.1 24.7 25.6 26.8 28.1 29.4
결혼~

첫 자녀 출산
1.54 1.49 1.63 1.84 1.68 1.26

총 출산기간 4.0 3.9 3.9 3.9 3.2 2.2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7.11.20,「생애주기별 주요특성 분석」결과,pp.3~6,인용 및 재구성 

첫 자녀 출산간격과 총 출산기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첫 자녀 출산간격이 가장 짧은 지역은 강원도이며, 총 출산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곳은 제주도로 나타나 비도시지역이 첫 자녀를 빨리 

출산하고 전체 출산 출산기간은 길어 출산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경기·부산 지역은 첫 출산간격이 길고 총 

출산기간이 짧게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지역별 첫 자녀 출산간격 및 총 출산기간 

8)분석대상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에서 출생아 수 1명 이상인 기혼여성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출산이 결혼보다 이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첫 출산간격은 
첫째 출산 시 연령-혼인 시 연령으로 산출되었으며, 총 출산기간은 막내 자녀 출산 시 
연령-첫째 출산 시 연령으로 산출되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11.20, pp.3~6,인용)



(단위 : %)
　이 유 

남성 여성 

전체 30~34 35~44 전체 30~34 35~44
소득이 적어서(a) 10.9 13.1 8.8 3.5 3.5 3.6 
실업(b) 4.2 4.5 4.0 1.3 1.3 1.2 
고용 불안(c) 5.7 7.7 3.5 1.6 1.8 1.2 
주택마련 곤란(d) 8.3 10.4 6.2 0.5 0.4 0.6 
결혼비용 마련 곤란(e) 4.4 5.4 3.5 2.3 2.7 1.2 
결혼생활비용 부담 커서(f) 7.9 10.9 4.9 2 2.2 1.8 

경제적 요인 합계 (41.4) (52) (30.9) (11.2) (11.9) (9.6)
결혼-직장양립 곤란 0.2 0.5 - 7.7 10.2 4.2 
결혼 생각 없음 6.8 6.3 7.5 11 11.5 10.2
결혼 시기 놓침 7.1 1.4 12.8 6.5 1.8 13.2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3.5 3.2 4.0 4.4 3.1 6.6 
나의 일에 더 충실 희망 5.1 6.8 3.5 9.2 9.7 8.4 
기대치 맞는 사람 못 만나 17.2 14.0 19.9 32.5 34.1 30.5 
이성 만날 기회  없어 8.6 6.3 10.6 5 5.8 3.6
기타a) 8.4 6.8 10.1 11.1 10.2 13.2
계 100 100.0 100.0 100 100.0 100.0
(명) (446) (221) (226) (393) (226) (16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398, 인용 및 재구성
주  : a=건강/장애, 시간부족, 결혼제도가 남편중심, 이른 나이로라는 응답은 기타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5%이하를 나타냄.   

그렇다면 이처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이 늦

어지는 이유에 대해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44세 미혼

남녀 각각 446명, 393명에게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

과, 남성의 경우 소득 및 실업·고용불안과 주택마련 및 결혼비용 마련 곤

란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전체의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결혼연령층인 30~34세 연령대의 경우 경제적 요인의 합계가 

52%를 나타내어 35~44세 연령대의 30.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미혼남녀(30~44세)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



또한,「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3년 미혼남녀 459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결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남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다.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택 

등 결혼자금문제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취업문제가 16.4%
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주택 등 주택 등 결혼자금문제가 20.5%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미혼 남녀의 결혼을 꺼리는 이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3),p.9 인용 

더불어 미혼 남녀에게 가장 필요한 결혼 정책으로 남성의 경우 청년고

용안정화와 실업문제해소 다음으로 신혼집 마련지원이 27.4%로 높게 나

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청년고용안정화 다음으로 신혼집 마련이 

24.1%로 높게 나타나 결혼 시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미혼남녀(20~44세)의 가장 필요한 결혼정책

(단위 : %, 명)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청년고용 

안정화

신혼집 

마련지원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허례허식 

혼례문화 

개선

기타 계(명)

남성 23.0 32.6 27.4 4.4 6.0 6.5 0.2 100.0
( 946)

여성 16.5 28.6 24.1 20.3 4.9 5.6 0.1 100.0
(1,1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사결과,p.402 인용 



(단위 : %)
지원방법 　

미혼남성 미혼여성 

20~24세 25~34세 35~44세 20~24세 25~35세 35~44세

신혼부부 주택공급(a) 19.8 33.4 19.1 13.2 16.7 9.4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b) 10.4 7.9 8.3 7.2 6.8 4.1 
주택관련 사항 합계(a+b) (30.2) (41.3) (27.4) (20.4) (23.5) (13.5)

난임부부 지원 0.8 0.4 2.3 1.0 1.7 1.4 
자녀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15.9 10.9 20.3 15.1 10.4 15.6 

자녀 교육비 지원 24.2 19.2 22.0 18.8 15.9 18.0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8.2 8.6 12.9 11.4 14.6 14.8 

국공립어린이집 0.5 1.4 1.7 2.1 0.9 2.7 
직장어린이집 0.8 0.5 0.6 2.1 3.1 4.4 
출산전후휴가 1.4 0.8 0.0 1.4 1.9 2.2 

육아휴직 0.8 2.5 1.1 6.0 3.4 3.1 
근로형태 유연화 3.3 4.5 2.9 7.7 9.6 5.0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1.1 1.6 3.2 7.9 5.9 9.0 
직장 문화 개선 2.2 3.3 0.6 1.9 2.7 6.4 

정시퇴근제 6 1.9 0.4 1.5 2.5 -
기타 4.4 3.5 5.0 2.7 4.3 4.4 

계(명) 100(364) 100(508) 100(227) 100(517) 100(605) 100(16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pp.447~448, 인용 및 재구성 

한편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한 미혼남녀(20~44
세)의 인식’ 조사결과,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출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2-6>에 나타난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및 자금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미혼남성의 경우 결

혼 연령층인 25~34세에서 41.3%로 가장 높을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성

의 경우에도 동 연령대에서 2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택의 문제는 

결혼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인식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과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소

득 및 자산이 부족한 미혼남녀 및 신혼가구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주

고 있다. 특히 IMF이후 지속되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9)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의 확대와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은 전·월세를 통한 신혼 

주택마련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자가로의 상향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다. <그림2-10>은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를 나타낸 그림

이다.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1999년 이후 2002~2003년 사이에 한차

례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년층에 해당하

는 20~29세 연령의 실업률은 1998년 IMF이후 최저 6.6%에서 최근 

9.1%로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연령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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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와 연령별 실업률 추세
자료 : 국민은행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주   : 주택종합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지수, 2015.12=100

한편,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2003년 서울지

역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약 3억6백만원인 반면, 가장 낮은 전남의 평균

9)남성의 경우 1999년 4/4분기 전체실업률이 5.6%인 반면 20~29세 실업률은 10.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전체실업률은 1999년을 최고기점으로 2001년 이후 최고 4.5%
에서 2015년 3.7%로 떨어졌으나 20~29세 실업률은 8.1%~10.5%까지 등락을 거듭
하다 2015년에는 10.6%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었다.  



주택가격은 2003년 약 6천700만원이다. 이후 2015년에 서울의 평균주

택매매가격이 약 4억5천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전남의 경우에는 약 8천 

500만원으로 상승하여 2003년 서울과 전남의 격차가 약 4.5배였으나 

2015년에는 약 5.3배로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지역에 따른 주택가격

수준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그림2-11> 전국 시·도별 평균 주택매매가격 변화
주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연도 및 시·도별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함.   

더불어 인구규모가 크고 일자리가 많을수록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Rudel, 1985),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동한 20~30대 

청년층에게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은 결혼을 위한 신혼주택마련을 더

욱 어렵게 할 수 있다.10) <표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2015년에 각각 228과 

260.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연령별 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2000년 100
을 기준으로 39세이하가 204.7, 40~49세 이하가 215.1, 50~59세 이하

가 223.5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39세 이하 가구의 동기간 주거

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김준영(2016)은 1995년 5~9세를 중심으로 25~29세가 되는 2015년의 인구이동을 살

펴본 결과, 서울의 경우 1995년 100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107.6, 여성의 경우 
122.3로 유입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남성이 119.7, 여성이 119.6으로 유입된 반면 이외 
대다수도시의 내 25~29세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25~29세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동의 이유로는 대학 및 취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도

(년) 
주택가격지수a) 연령별 근로소득지수b) 및 근로소득c)

매매 전세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전체가구

지수b) 소득c) 지수 소득 지수 소득 지수 소득

2000 100.0 100.0 100 189.1 100 215.2 100 214.9 100 199.0 
2005 154.1 143.4 141.4 267.3 141.0 303.5 136.7 293.8 140.2 278.9 
2010 197.8 176.6 182.8 345.6 178.1 383.3 168.9 362.9 174.9 347.9 
2015 228.0 260.1 204.7 386.9 215.1 462.9 223.5 480.2 207.5 412.8 
자료 : 국민은행,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주  : a)2015.12=100기준(아파트)을 2000.1=100으로 전환한 지수임.
       b)2000년 100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지수를 산정함.
       c)연도별 연령별 근로소득(단위 : 만원)

<표 2-7> 연도별 주택가격 지수 및 연령별 근로소득 지수

최근 ‘2016년 주거실태조사자료’에 의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을 보면 이

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일반 도지역의 경우 2006~2016년 간 2.9~4.2배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도

권의 경우 5.7~6.9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저소득층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더욱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소득이 다른 중·장년층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 시 신혼주택마련의 어려움은 최근으로 올수록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그림 2-12> 지역 및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자료 :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인용



제2절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1. 결혼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

구들은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른 문화·제도적요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로 구분하고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IMF이후 지속되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주택마련비용의 상승

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

서 본 이론연구에서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 중점

을 두어 살펴보며, 이후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특히 주

택가격 혹은 주거비용과 관련된 연구들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한다.  
결혼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근거를 최초로 분석한 연구자

는 Becker(1973;1974)이다. Becker는 ‘결혼의 경제학’(A Theory of 
Marriage)에서 결혼은 개인의 예산 제약(budget constraints)과 시간의  

제약 속에 결정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결과이며, 결혼시장

(marriage market)에 참여하는 개인은 결혼이 주는 효용과 비용을 고려

하여 미혼으로 있을 때의 효용보다 결혼에서 발생하는 효용이 높을 경우 

결혼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효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계 

생산물(household production commodity)이론을 도입하고, 가구의 효용

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여기에 가사노동을 투입하여 최종 생산되

는 가계생산물로부터 창출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계생산물의 크기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전문화(specialization)’ 및 ‘분업화

(exchange)’를 통해 극대화되는데 결혼을 통해 얻는 효용의 크기가 미

혼인 경우보다 더 클 때 결혼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가

계생산물의 크기 측정 중 규모의 경제는 결혼을 통해 규모가 늘어나면 

혼자에 비해 총가계생산물의 크기가 2배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남자는 

바깥에서 돈을 버는 시장노동에 충실하고 대신 여자는 집안일과 양육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이라는 ‘노동의 분업’(the sexual division of labor 



within households)과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

현될 때 남녀의 효용을 모두 증가시키고 이 때 결혼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는 남성의 

기대소득(earnings potential)이 크고 상대적으로 남녀의 소득차이가 클

수록 커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근로를 

통한 기대소득이 증가하면 남녀 간 전문화로 인한 효용이 줄어들게 되므

로 이 경우 여성은 결혼을 미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베이커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Keeley(1977)는 1967년 미국의 

경제기회조사(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자료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최초 결혼연령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낮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연령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베이커가 주장한 바와 같이 남

성의 임금이 높고 여성의 임금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잠재적 이득

(shadow cost)이 크기 때문에 결혼시장에 빨리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이 ‘시장생산성’(market 
productivity)’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해 얻

는 효용에 비해 ‘시장의 기회(market opportunities)’가 크기 때문에 결혼

이 늦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결

혼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에 

대한 경제적 기준(material standards)이 상승하면서 직업의 안정성 혹

은 임금과 같이 경제적 자원이 안정적일 때까지 결혼을 연기한다는 주장

도 있다(Oppenheimer et al., 1997;Hughes, 2003,p.1402 재인용).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성은 생계부양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

게 되고 이는 남성들의 결혼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ooney & Hogan,1991;최새은·옥선화, 2003).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에 따른 남성에 대한 경제

적 의존도가 약화되고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을 높여 여성의 결혼 가능성



을 감소시키거나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1981; 
조병구외, 2007;최새은·옥선화,2003). 그러나 여성의 인적 또는 경제적 

자원이 결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성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경우 결혼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오펜하이머(Oppenheimer, 1988)는 성

역할과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라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

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이 중요시 되면서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

혼시장에서 매력을 가지며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김정석, 2006, p.59, 재인용) 또한, Ermish(1981)는 여성의 임금 상

승은 주택 혹은 내구재의 구입 등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기 위한 금융제

약을 감소시켜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고학력 남성이 저

학력 남성에 비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 결혼연령이 

낮게 나타나며(박경숙외, 2005) 결혼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는 반

면(최새은·옥선화 2003; 유홍준·현성민, 2010),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

과 투자, 그리고 훈련의 시간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은 결혼이 늦어

질 수 있다는(한경혜, 1990; 이삼식, 1993; 은기수, 1995) 연구가 동시

에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교육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교육과 결혼은 서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수준이 

높으면 결혼시기가 늦어지며(Thornton, Axinn & Teachman, 1995; 오

지혜·임정재, 2016, p207, 재인용), 특히 고학력 여성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강한 취업욕구를 만들어 결혼을 연기하게 만든

다(김두섭, 2007; 최새은·옥선화 2003). 
이처럼 그동안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에 대한 국내·외 대다수의 

연구들은 성별의 차이에 따라 결혼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이 다르게 나

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위해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적정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주거공

간에 대한 거주비용은 결혼과 같은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인 구성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Haurin, 1993), 높은 주택가격은 자산이 



적은 미혼 남녀에게 결혼을 미루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

근으로 올수록 주택마련에 따른 결혼 비용이 상승하면서11) 주택가격과 

결혼 및 가구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시장과 결혼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중 Gholipour(2015)는 이

란지역의 혼인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02~20010년까지 지방패널을 

사용하여 약 9년간 주택가격 및 임대료와 혼인율과의 관계를 GMM분석

을 통해 추정한 결과, 주택가격이 혼인율에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결혼과 가구형성을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지불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건설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과 좀 더 

세밀한 주택금융시스템 확보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동거가 활발한 외국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가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Ermisch & Di salvo(1997)는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y)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주택가격(price of housing) 자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는 그동안 부족하였으며, 집계데이터(aggregate data)를 이용한 추정값

은 거주지역의 유출과 유입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국가아동발달조사(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1958년 3월에 태어난 자녀들을 대상으로 최대 33세가 될 때

까지를 추적하여 최초의 가구형성과정(home-leaving process)을 경쟁

위험모델(competing risk hazard models)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여성의 경우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형성 나이를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파트너쉽 형성 비율은 주택가격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Ermisch(1999)는 1991~1995년 영국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16~30세 자녀가 독립하거나 다시 되돌아

올 확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역의 상대 주택가격(regional 
11)2015년 듀오웨드에서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비용은 2억 7420만원이며 이중 주택마련비용이 1억 9174
만원으로 전체 결혼비용 중 69.9%를 차지하였다. (중앙일보, 2016.02.01, 인용)



relative house prices)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확률이 낮고 

부모에게 돌아올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 높을

수록 분가할 확률이 높고 되돌아올 확률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Di & Liu(2006)은 1985~1995년 간 2년마다 수집되는 미국의 주택

조사센서스(American Housing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임대료 수준과 

장시간 걸친 임대료 변화율이 25~34세 자녀의 분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변화율이 분가의 압출요인

(push factor)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분석결과 임대료의 변화율이 감소할

수록 분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료 자체는 유의

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녀가 분가를 결정할 때 과거의 임대료보다 현재

까지 임대료 변화율에 기초한 임대료 예측을 통해 분가를 결심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 방당 가구원수를 나타내는 주거밀도지수가 

높을수록 분가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거환경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분가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

다. 또한 자녀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분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주택가격과 혼인율과 관련된 거시적분석이나 주

택가격상승률 혹은 전세가격상승률과 결혼결정에 관한 관계를 분석한 연

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가격과 결혼 또는 가구형성확률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정의철(2012)과 강정구(2017)가 있다.  
정의철(2012)은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2004)와 11차 조사(2008) 자

료를 이용하여 주거비용이 20~35세 청년가구원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거비용의 대리변수로는 가구원이 속한 지역의 전

세가격과 전세가격변화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세가격이 1000만원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이 1.3% 감소하며, 전세가격 상승률이 10% 포

인트 상승하면 가구형성 확률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결혼한 가구원일수록,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분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여부를 하나의 설명 변수로 사용하

였으나 청년가구원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



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여부의 결정과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된 강

정구외(2017)의 연구가 있다. 강정구외(2017)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

가격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003~2014년까지 만18
세 이후 첫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생존분석을 통해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실제 

결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이후 신혼주택으로 선택한 지역의 주택가격

을 반영하였고, 결혼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소득을 통제하여 사용하였다

는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이상호·이상헌(2011)은 결혼과 관련하여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개인단위의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집계데이터 중 시도패널

과 전세 및 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업이 증가하거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결혼건수가 줄어들고 혼인율이 낮아지며 남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단위에서 결혼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결혼연령의 경우에는 전세가격이 상승할수록 결혼연령

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동일한 관점에서 천현숙외(2016)는 2010~2014년 16개 광역시도 단

위에서 지역주택가격과 지역전세가격,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혼인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변수 모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이 높아질수록 혼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호·이상헌의 연구

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개의 연구는 주택가격과 결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장

점을 가진 반면, 시·단위의 집계데이터(aggregated data)를 사용하여 집

계과정에서 미시적 특성이 사라져 개인의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거



나12) 매매가격 또는 전세가격 지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주택가격수준의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 자체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2. 출산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인구학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 가

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나뉘어 진다.13) 저출산에 대

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출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이삼식외, 2012, p.1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출산과 관련된 이론은 결혼 이론과 동일하게 경제학

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이후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출산의 경제적 관점에

서도 특히 주거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출산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접근한 이론은 Malthus(1798)

의 인구론이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결혼이 빨라

지고 아이도 더 빨리 낳음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구유럽과 개발도상국 모

두 개발초기에는 출산율이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GDP와 가계 소득은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자녀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on, 1969; 김사현, 2009 p.117, 재인용). 
이후 Becker(1973)는 기존의 인구론을 보완하여 소비자선택이론에 기

초를 둔 신가계 경제학(New Home Economics)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12)집단 혹은 총계된 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 혹은 집계편향(aggregation bias)라고 부른
다(이상호·이상헌, 2011, p.152)

13)인구학적 접근은 정부주도의 출산억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출산력이 저하되거나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 연기에 따라 가임기간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접근을 말한다. 두 번째 경제학적 접근에서 출산이란 부모의 합리
적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아이를 가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과 효용을 비교
하여 각각의 효용(utility)이 클 경우에 출산을 선택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사
회·문화적 접근은 다른 사회적 지위나 집단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출산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여성의 교육기회가 많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녀성역
할의 변화와 자아실현 등에 욕구가 커지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김승권외, 2003;김사현, 2009) 



연구에서 출산을 선택하는 행위는 ‘총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내에

서 부모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과정으로 보고 자녀의 출산과 

출산에 따른 양육비용 그리고 가구의 소득 등이 출산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선택이론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재

화의 가격과 가구의 예산제약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

면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설

명할 수 있다. 또한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가구의 소득 뿐만 아니라 ‘자녀

의 가격(price of children)’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히 자녀의 잠재가격

(shadow pri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보

육비와 주거 및 교육 등 직접적인 양육비용 이외에 여성이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

하는 잃어버린 소득(foregone earnings)으로 보고 자녀양육에 따르는 잠

재 가격(shadow price)으로 보았다. 따라서 여성이 양육을 위해 사용하

는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자녀수가 줄어들게 된다. 동일한 관점에

서 Mincer(1963)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용은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

여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경제활

동이 활발해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산에 있어 경제학적 이론에서의 가정은 부모는 그들이 직면한 예산

제약과 자녀가격(price of children)에 따라 그들의 삶의 효용을 최대화

하는 자녀의 양을 선택하는 소비자(consumers)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Dettling&Kearney, 2011)

경제학적 관점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종합하면 자녀 수요의 감소

요인은 첫 번째로 투자가치로써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고 있

고, 둘째, 자녀양육을 위한 직접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에는 교육비용과 주택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근로여성이 출

산과 양육을 위해 근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증가를 포함하고 있

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임금 또한 증가하고 이는 자녀

의 양육시간에 대한 시간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며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은 자녀의 가격(price of children)을 높여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된 그 동안의 국내연구들은 여성의 고용과 소득수준 및 출

산율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논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논문

에서는 여성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거나,(조윤영, 2006; 
Brewstser & Rindfuss, 2000) 근로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

였다(김사현, 2009). 일반적으로 자녀가 정상재라는 가정아래 가구의 소

득이 높아지면 자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여성의 소득이 높을 경우

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과 같은 기회비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출산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등 높은 소득이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배호중, 2016, p210).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에 미

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

지거나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지고(김태헌 외, 2005), 둘째 자

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삼식, 2005). 그러나 최

근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시기가 빨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우영,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외에 주거문제는 출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삼식외, 2012, p.11) 특히 주거비

용은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나는데(Dettling & Kearney, 
2014, p.83)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거비용이 자녀를 둔 

가계지출 항목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미국의 연구

에서도 주거비용이 아동보육비용의 1/3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OECD, 2011; 배호중·한창근,2015, p211, 재인용). 특히 출산의 과정은 

주택과의 관련성에 있어 면적 및 주거환경 등 전반적으로 기존에 비해 

높은 주거환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은 출산이 미루어지

거나 중단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주거비용과 출산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가격과 출산을 다룬 연구 중 대표적으로 Simon & Tamura(2009)

의 연구가 있다. Simon & Tamura(2009)는 1940~2000년 동안 통합공

공데이터 자료(Intergrated Public Use Microdata Surveys :IPUM)의 



1%의 샘플과 American Housing Survey를 사용하여 주거비용과 출산시

점, 평균출생아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거비용은 결혼연

령 및 첫 자녀 출산연령에는 양(+)의 영향을 주고 자녀수에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값을 보면 방당 평균 임대료가 1표준

편차 높아지면 여성의 결혼은 0.106년 연기하고 여성의 첫 자녀출산 연

령 증가에 따라 약 0.2년 아이출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당 평균 임대료가 1표준편차 높아지면 가구당 자녀수는 0.036명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

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자녀수가 줄어들며, 근로를 할 경우와 대도시

에 살수록 자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

향은 1970년대 이후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Yi & Zhang(2010)은 1971~2005년 기간 동안 홍콩의 

연도별 센서스데이터와 주택가격지수(house price index)를 이용하여 주

택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노

동참여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0.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rk(2012)은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자료

를 사용하여 2006-2008년  동안 미국의 25개 도시에 대해 주택가격과 

임대료 및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인종, 노동시장 참여 등의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높은 주택

가격의 효과는 첫 자녀 출산을 3~4년 지연시키지만, 완결 출산력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주택가격은 점유형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자가가구인 경우에 주택가격상승은 자산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를 

더 소유하려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황진영, 2010, p.122),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실질적

인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점유형태에 따라 주택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달라질 수 있는데 동일한 관

점에서 Dettling & Kearney(2014)은 자가와 차가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Becker의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주택은 양육과 관

련된 중요한 변수이며 만약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임차가구에게는 아이

에게 부정적인 가격효과를 가지겠지만 주택소유자들에게 주택자산의 증

가는 전통적인 자산효과에 의해 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이라 보았다. 특히 

주택가격의 변화는 기존 Becker에 의한 부모시간의 비용(the cost of 
parental time)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출산에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였다. 1990~2007년 미국 출생률통계(Vital 
Statistics Natality Files)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가 가구의 경

우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자산이 증가되어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임차가구의 경우 출

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전체 가구

가 자가소유라는 가정에서 주택가격이 1만 달러 상승하면 자가 가구의 

출산율은 5%증가하고, 만약 전체가구가 임차가구라고 가정하면 출산율

은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venheim & Mumford(2013)는 소득패널데이터(Panel Study on 

Income Dynamics, PSID)를 이용하여 1985~2007년까지 18년 동안 

2~4년간 주택가격의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확률을 추정하였다. 연도 

및 대도시권(MSA)지역을 통제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

여 패널 분석한 결과,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산

율이 높아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보다 자산효과가 더 크게 작

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임차가구에게서 지역주택가격이 미치는 부정

적인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Krishnan(1988)은 캐나다에서 평균적으로 주택소유자가 임

차가구보다 많은 아이를 가지며 특히 임차가구보다 임신시기가 더 빨라지

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Mulder & Wagner(2001) 또한 네덜란드와 서독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이후 부모가 되는데 속도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Murphy & Sullivan(1985)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자는 1976년 영국 가구조사(Family Formation Survey)자료를 바탕으로 



16~49세까지 6,589명 여성을 대상으로 점유형태와 출산과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가구는 공공임대가구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

고 첫 번째 아이의 임신을 미루며, 낮은 출산력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가로 시작하는 커플들의 평균 결혼나이는 다른 그룹보다 1~2년 

정도 늦으며, 반대로 공공임대를 원하는 커플의 경우 결혼을 미룰 이유

가 없어 결혼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커플은 결혼

과 임신사이에 점유형태가 완성되는데 자가가구의 경우 결혼이후 첫 자

녀출산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간격이 짧아지고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간격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상 신혼 부부에게 있어 주택구입과 출산은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여부와 자녀의 수는 자가로의 이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udel, 1987). ‘2014년 신혼부

부 패널조사’에 의하면 맞벌이의 주된 이유로 ‘주택비용 마련’이 41.2%
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많은 국외 연구들은 가구를 

형성하면 주택소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지고 이 경우 출산을 연기하고 

여성의 노동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척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 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Myer(1985)는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지

만 실질임금의 성장이 멈춰있거나 떨어지는 시기에 젊은 가구들은 아내

들의 노동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70년

대 미국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표준(standard of living)으로 

삼았던 시기로 아내의 소득기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였지만 출산을 미

루는 요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1970년대 주택가격 상승

시기를 연구한 Rudel(1987)은 1970~80년까지 미국의 주택가격은 

112%나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소득 증가는 68%에 불가해 주택소유의 

접근이 어려운 시기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소유율은 늘어났

는데 1970년과 1980년의 시점분석 결과, 구입연령은 변하지 않았고 아

이가 없는 가구의 주택소유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가 구입을 위해 출



산을 연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주택구입에 따

른 자본이득이 클수록 자가소유를 촉발시키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downpayment)을 확보하기 위해 젊은 부부의 경우 임신을 미루고 

노동유지를 통해 최초 주택구입비용을 마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ato(2006)는 규모가 큰 도시는 집약경제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소득효과와 출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대체효과를 장려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델에서 토지가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큰 규모의 

도시는 아이들의 수요를 감소시킬만한 혼잡을 동반하며 순유입인구가 큰 

도시의 경우, 균형상태에서 더 높은 임금과 더 높은 토지가격 그리고 더 

낮은 출산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의 높은 

임금은 여성들이 가구활동(household activities)에서 노동활동(market 
work)으로 대체할 것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규모가 큰 도시

의 경우 우세한 노동시장 기회가 있고 이는 낮은 출산율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출산과 주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에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Mulder & Billari(2010)의 연구는 저출산

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비교를 통해 젊은층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출

산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 할 수 있다.  
Mulder & Billari(2010)는 유럽의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택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주택소유정책들을 4가지로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준은 모기지와 자가소유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구분된 4가지 정책 유형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주택소유가 보편적이지는 않으나 

모기지가 잘 발달된 형태이다. 최초 주택의 선택은 단독 혹은 가족을 형

성한 가구일지라도 임대료를 내는 임차가구였다가 소득이 충분하고 안정

적일 때 주택을 마련하는 형태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

덴, 미국, 영국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출산율은 낮은 국가(독일)부터 높

은 국가(미국)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두 번째 유형은 주택소유가 보편

적이지는 않으며, 모기지도 잘 발달되지 않아 대부분 저축으로 주택을 구



입하는 형태로 주택소유율이 낮고 임대가 자가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칼이 

있으며 대부분 저출산(low fertility)국가이기는 하나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국가는 아니다. 세 번째로 높은 주택소유율과 잘 발달된 모

기지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표준으로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가 이에 속하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비율이 높고 모기지가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로 주택소유에 대

한 접근이 어렵다. 주택시장에 진입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가족이 커질 때 거래비용이 증가하며 이러

한 국가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있으며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국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소유가 강하고14) 모기지가 잘 발달되지 않은 우

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구형성과 

주택소유는 긍정적인 관계인데(Deurloo et al.,1994; Mulder & Wagner, 
1998;Mulder, 2006, p282), 지불가능한 주택(affordable hosing)이 부족

한 상황에서 소득 및 자산이 낮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대출자체가 힘들

거나 높은 대출 비용은 결국 주거비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총액이 커진다는 

점에서 임신의 연기는 자주 도시규모가 크고 주택가격이 높은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haurin, 1993) 
요약하면 해외 연구의 경우, 대체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녀수 및 출

산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나 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의 경우 자산효과로 인해 자녀수가 많거나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결혼 시 자가의 경우에는 첫 자녀출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더불어 주택가격은 여성의 근로와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 여성의 근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데 이 경우 

출산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서미숙(2013)이 점유형태에 따라서 주택매매가격 변

14)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내 집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82%로 높게 나
타났다. 



동률이 출산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택가격 변화가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년 및 2009년 

자료와 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가격변화율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거주자는 매매가격변화율이 상승할수록 

자가로 사는 거주자보다 자녀 출산 확률이 낮아졌는데 매매가격 변화율

이 약 10% 상승 할 때 자가 거주자에 비해 전세 거주자의 출산이 약 

1.06~0.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매매가

격의 상승은 전세거주자에게 자기집 마련을 위한 자산축적에 부담을 주

고 심리적·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산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점유형태에 따라 주

택상승률이 클수록 임차가구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출산여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줄 

뿐 첫 자녀인지 둘째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매매가격변화율 변수를 

사용하여 실제 주택가격의 영향정도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김민영·황진영(2016)은 2009~2013년 동안 16개 시·도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이 합계출산율과 초산연

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

세가격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추정되어 주택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또한 주택가격과 초산연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

계가 나타나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출산시기를 늦추고, 출산수준을 낮

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에

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천현숙외(2016)는 2010~2014년 동안 16

개 시·도 단위에서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매매가격 또는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

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실업률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대학진학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가구 단위분석에서는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자녀수와 출산연기 여부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많으며, 출

산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점유형태가 통제된 상황에서 

주거생활비가 높거나 주거생활비와 대출상환금을 합한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세에 대한 부담 혹은 부

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출산을 연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배호중·한창근(2016)은 주택자산과 출산시점과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 중 2000년 이후 결혼한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첫 자녀 출산시점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

시점이 빨라지며, 아내의 소득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소득이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더불어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임차인 경우에 비해 첫 자녀 출산

시점이 빨라지며, 신혼주택의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출산시점이 빨라지나 

정비례 관계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과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시점에 연구가 진행된 

임보영외(2017)의 논문이 있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중 18차(2015)횡

단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과 Heckman모형을 통해 지역의 주

택가격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녀 출산의 경우 결혼한 

집단만 선택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표본 편의 문제(selection bias)를 지

적하며 결혼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산정된 IMR(inverse Mills ratio)값

을 출산분석에서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주

택가격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논문

의 경우에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역인과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출산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대다수의 논문은 집계데이터

(aggregated data)에 의한 분석에 초점을 두어 일반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변수들이 누락됨으로써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위를 충분



히 설명할 수가 없거나, 회고적 설문에 초점을 두어 내생변수에 따른 역

인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변화율을 살펴보아 

실제 지역의 주택가격과 출산 시점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요약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지역별 주택가격 수준의 차이가 점차 커지

는 상황에서 실제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과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

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력은 주택가격의 변화율과는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결혼 시점과 신혼가구의 출산 결정이 선행연구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 개인 및 가구의 예산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라면 실제 결혼 또는 출산시점 이전 단계

의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 및 출산이 이루어지는 전 단계의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반

영하여 결혼연령과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의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점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를 분리하

고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제3장 분석자료 및 분석틀

제1절 분석 자료의 선정

결혼 및 출산과 같이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반복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

자료가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출산 분석의 경우에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15)」자료를 사용하지만 가구의 총소득 및 노

동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횡단면 자료 특성상 회고적 조사

(retrospective survey)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실제 결혼시

점이나 출산시점의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이하 KLIPS)를 사용한다. 

KLIPS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자료(cross 
sectional data)와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초 1998
년(제1차)에 시작하여 2014년(제17차) 현재까지 매년 1회씩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이후 2009년에는 표본의 이탈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단위로 보완되었다. KLIPS의 자료는 가구용자료와 

개인용 자료로 나뉘는데 가구용 자료에는 가구원의 연령 및 생년월일, 
성별,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등 가구원 개인의 기초적인 사항과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주거관련 사항 등이 나타나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혼인

여부, 취업여부 및 시기, 임금 및 소득관련 사항, 고용상의 특성 등이 나

타나 있다. 이처럼 KLIPS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패널자료가 구축

된 자료로 패널 데이터 속성 상 동일 가구의 결혼 및 출산 이력에 대한 

15)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가임기(15~49세) 기혼연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1964년 이후 매 3년마다 시행되는 조사이다. 



정보를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어 본 논문의 분석 자료로써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제2절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결혼시점)과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개인(individual data) 
또는 가구 단위(household data)에서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은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을 것이다. 즉, 결혼시점이 늦어질 것이다’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지

역주택가격에 대한 정보는 주거 입지 및 점유형태와 더불어 개별 가구의 

주거이동을 통해 나타나는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김준형·최막중, 2009, p111). 또한 생애주기 상 지역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입지 및 점유형태 등과 같은 주거소비의 변화는 결혼 

혹은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큰 사건(event)들과 연계되어 발생된

다(김준형, 2008). 특히 결혼 이후 주거입지에 대한 선택은 두 남녀가 

함께 선택하는 결정(joint decision making)이 되며, 이 경우 신혼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연령에 미치는 지역주택가격은 남녀 커플의 신혼주택 입지

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혼 1년차 신혼주택이 위치한 지역주택가격으로 

설정하였다.16) 이와 같은 분석틀에 따른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시점을 늦출 것인가, 즉 결혼연령

을 높일 것인가?
첫 번째 연구 질문을 분석하기 위해 결혼연령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

역주택가격과 이외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실업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기

간, 분가여부와 출생순위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며 지역주택가격이 결

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16) 결혼 전 커플의 경우 주거입지에 대한 선택은 두 남녀가 함께 선택하는 결정(joint 
decision making)이다.



경우 분석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된다. 첫째,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결정(joint decision making)하여 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과 여성의 소득을 합친 ‘가구의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s)에 따라 결

혼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총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한다. 둘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연령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통제변수

로 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 분석은 지역주택가격이 결혼 이후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결혼연령을 높여 여성

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영향 외에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 상 출산 혹은 출산에 대한 계획은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시기일 수 있어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유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가의 경우

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야기함으로써 출산

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Dettling & Kearney, 2014),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잠재적인 주택

구입자로써 주택구입마련 비용은 자녀 양육비용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Courgeau & Lelievre, 1992; Sara Ström, 2010, p.510) 출산지연에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유형

태에 따라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한 가구를 ‘자가가구’로 명명하고, 출산 시점까지 임차로 남아있는 

가구를 ‘임차가구’로 명명하여 지역주택가격이 첫 자녀와 둘째 자녀 출

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시점은 첫 자녀 출산의 경우 결혼 1년차(T-1)에 신혼주택이 위

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첫 자녀 출산시점(T)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정

하고, 둘째출산의 경우 첫 자녀 출산시점(T-1)에 신혼주택이 위치한 지

역의 주택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T)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정하였다. 이

와 같은 분석 시점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첫 



자녀 또는 둘째 자녀를 출산 하지 않고 탈락된(censored)가구의 경우 

출산시점에서의 지역 주택가격수준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생존

분석에서 위험률의 시작은 첫 자녀의 경우 결혼시점과 동시에 출산의 위

험률이 시작되고,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첫 자녀 출산과 동시에 둘째 자

녀 출산의 위험률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자녀 출산의 경우 결

혼과 동시에 첫 자녀 출산의 위험률이 시작되는 생존분석의 가정과 평균 

첫 자녀 출산시기가 결혼 후 15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결혼 1년차’를 

분석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또한 첫 자녀출산과 

동일한 이유로 ‘첫 자녀출산시점’을 분석시점으로 설정하였다.17) 지역주

택가격과 출산시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

음과 같다. 
2)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을 늦출것

인가? 또한 이 효과가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 연구 질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첫 자녀의 경우 결혼~

첫 자녀 출산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월)으로 설정하고, 둘째 자녀는 첫 

자녀출산~둘째 자녀 출산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월)으로 설정한다. 또한 

출산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로 지역주택가격을 설정하고  

가구특성인 총소득, 순자산, 여성의 근로여부 및 교육수준과 남성의 실업

여부와 출생순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그림 3-1> 분석틀 

17)둘째출산의 경우 첫 자녀출산이후 평균 24.8개월인 점을 고려하였다.   



제3절 분석자료의 구축

1. 분석자료의 구축과정 

전체 자료는 모두 4단계의 구축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2000~2014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가구데이터에 대한 자료구축이다.18) 
신혼부부 가구데이터는 결혼 1년차를 기준으로 변수로 선정한 가구원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과 신혼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두 번째는 앞서 구축된 신혼부부 가구데이터 중 남성과 여성

을 분리하여 개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이 때 개인특성이 결혼연령에 미

치는 영향은 결혼 이후 변할 수 있는 내생적 변수이므로 결혼 1년 전 

개인 데이터로 구축하여 인과관계를 분명히 한다. 세 번째는 신혼부부 

가구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혼 1년차 신혼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과 첫 자녀 출산 특성에 적합하도록 가구 

및 개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구축하며, 네 번째는 신혼부부가구 데이터에

서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에서 둘째 자녀 출산 특성에 적합하도록 가

구 및 개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구

성은 <그림 3-2>와 같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결혼1년 전 

가구원 또는 

가구주 데이터 

(861명)

 결혼 1년차 

신혼부부 가구 

데이터

 (1,114가구)

첫 자녀 출산

분석 가구 데이터 

(659가구) 
둘째 자녀 출산

분석 가구 데이터 

(576가구)
개인단위 가구단위 가구단위

<그림 3-2> 분석자료의 구성

18)노동패널은 조사횟수가 1년에 1번 실시됨에 따라 변수에 따라 당해 연도 혹은 다음
해에 조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신혼부부가구 데이터는 신혼주택의 
입지가 반영된 결혼 1년차를 기준으로 구축되었다. 

추출추출



이처럼 구축된 데이터는 각 시점별로 변수의 결측(missing data) 및 

분석 특성에 따라서 최종 데이터 수는 달라지나 각 시점에서 추출된 데

이터의 대다수는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19) 한편 연구

에서 사용된 자료는 패널데이터이지만 2000~2014년까지 각 패널차수에

서 결혼한 가구를 추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완성된 데이터는 패널데

이터가 아닌 합동(pooled) 횡단면 데이터의 성격을 가진다. 
첫 번째 결혼 1년차 신혼부부 가구데이터에 대한 자료구축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노동패널의 개인용 자료에서 개인 아이디를 추출하고, 이

후 2000년(제3차)부터 2014년(제17차)까지 결혼시점에서의 가구데이터

와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0) 이때 개인용 데이터에서 혼인상태 및 

혼인변화 변수에서 최초 결혼년월 및 혼인 변화 데이터를 통해 최초 결

혼 시점을 추출하고, 가구용 데이터에서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년월

이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결혼~첫 자녀 출산시점과 결혼 이후 

첫 자녀 출산~둘째자녀 출산 시점까지의 기간변수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료구축 시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 전 최초 주택구입시점까지 

점유형태가 확인 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 분

석 시 점유형태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지역주택의 

가격변수설정을 위해 분석시점인 결혼 1년차 및 첫째 자녀 출산시점에 

신혼주택의 위치가 시·군·구별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였다.21) 
이외 신혼가구 중 재혼이나 별거, 이혼 및 사별의 경우는 제외하였으

며, 결혼 전 출산을 한 경우도 제외하였다. 가구구성원은 부부가구 또는 

19)데이터마다 각 시점에서 결측치가 존재하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첫 자녀출산에 없
었던 가구가 결혼연령 혹은 둘째출산시점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첫 
자녀 및 둘째출산 자료구축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0)추적관찰시 결혼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가구는 1999년부터이나 1999년의 경우 결혼
년월의 표기에 있어 결측치(missing data)로 인해 최종 확보가능한 가구수가 많지 않
아 분석에는 제외하였다. 

21)노동패널은 조사회수가 1년에 1번 실시됨에 따라 변수에 따라 당해연도 혹은 다음해
에 조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시점에서 신혼주택이 위치한 지역주택가
격의 경우 노동패널조사 시점 당시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년도와 동일한 시점에 지역
주택가격을 사용하면 되지만 노동패널 조사시점 이후 결혼을 했다면 다음해에 반영되
기 때문에 신혼주택의 위치를 다음해에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지역의 주택가격
은 결혼 1년차 신혼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으로 설정한다.



부부+자식으로 구성된 가구로만 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

종 추출된 전체데이터는 결혼 1년차를 기준으로 최대 1,114가구가 된다. 
두 번째로 결혼연령분석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구축

되었다. 우선 앞서 만들어진 1,114개의 신혼 부부 가구 데이터에서 각각 

남녀별 개인데이터를 추출하고, 1년 전 개인데이터와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경우 1년 전 개인데이터는 가구 내에 속해있는 가구원이거

나, 분가하여 별도 가구를 형성한 경우에는 가구주가 될 수 있다. 이후 

노동패널의 개인용 자료에서 학력과 근로소득 및 취업기간, 실업여부 등 

변수를 추출하고, 가구용 데이터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또는 개인용 데이

터에서 형제중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출하여 형제·자매 간 출생 순서

를 나타내는 출생 순위변수를 구축한다. 한편 종속변수로 쓰이는 결혼연

령은 가구용 자료에서 가구원의 결혼연령 변수22)를 추출하고 양력 생년 

변수의 확인을 통해 최종 결혼연령 변수로 설정한다. 노동패널 데이터는 

결혼 이후 가구를 형성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 결합하기 때문에 결혼 

1년 전 시점의 경우 다른 한쪽의 여성 혹은 남성의 개인특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샘플수가 결혼 이후 가구(1,114개)의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결측치 및 이상치23)를 제외하고 결혼 1
년전 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861개 개인자료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첫 자녀 출산 분석을 위한 분석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우선 종속변수인 첫 자녀 출산시점은 노동

패널의 가구데이터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 생년월을 확인하

고 첫 자녀 출산시점과 실제 결혼시점 사이의 기간(첫 자녀 출산시점-
결혼시점)을 월단위로 작성하였다. 다만, 신혼부부가구 데이터 1,114가

구 중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출산한 가구는 

결혼이후에 출산의 위험이 시작된다는 가정에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였

고, 동일한 조건에 따라 결혼시점에서 최종조사시점 사이의 기간이 6개

월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24) 분석 시점은 결혼과 동시에 첫 

22)여기서 결혼연령은 ‘만’ 연령이다. 
23)스튜던트 잔차값이 ±3이상인 이상치는 제외하였다. 



자녀출산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생존분석의 가정과 첫 자녀출산 시점이 

결혼이후 평균 약 15개월인 점25)을 고려하여 결혼 1년차 시점으로 구축

하였다.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 실업유무, 학력 등 개인관련 변수는 결혼 

연령분석과 동일하게 개인용 자료에서 추출하여 구축하였으며, 이외 가구

의 총소득과 자산 및 부채, 월세와 점유형태 등 소득과 자산 및 주거와 

관련된 사항은 가구용 자료에서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

서 결측치 및 이상치26) 제거 후 모두 659가구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네 번째로 둘째출산 자료의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둘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자녀출산이 일어

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둘째출산 기간에 대한 확률은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 된다. 종속변수인 둘째 자

녀 출산시점은 첫 자녀 출산과 동일하게 노동패널의 가구데이터에서 가

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 생년·월을 확인하고 둘째 자녀 출산시점과 

첫 자녀 출산 시점 사이의 기간(둘째 자녀 출산시점-첫 자녀 출산시점)
을 월단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첫 자녀출산과 동일하게 첫 자녀출산 후 

6개월 이후에 둘째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첫 자녀출산과 

최종 조사시점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가구와 첫 자녀출산 시 쌍둥이 

출산으로 둘째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다만 둘째의 경우에는 첫 

자녀출산 이후 둘째출산의 위험률이 시작되므로 첫 자녀출산시점 분석에

서 첫 자녀출산시점이 결혼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제외하였던 모든 출

산가구를 포함하였다. 자료구축 시점은 둘째출산에 대한 위험이 첫 자녀 

출산과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의 위험률에 노출된다는 생존분석의 가정

과 첫 자녀출산 후 둘째 자녀 출산 시점까지 평균 약 24개월27)이 걸린

24)평균적으로 출산기간은 10개월이나 자료수의 확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6개
월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중 배호중·한창근(2016)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제
외하였고, 민희철(2008)은 7개월이내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결혼 이후 출산의 
위험이 시작된다는 가정에 맞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5)통계청(2015), 신혼부부 통계 

26)최대 출산기간은 cox model의 영향점 분석인 lmax 분석을 통해 결혼 후 10년이 지
날때까지 출산을 하지 않은 3가구는 제외하였다. 

27)통계청(2015), 신혼부부 통계 



다는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첫 자녀 출산시점으로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측치를 제외한 총 가구수는 576가구로 나타났다. 

2. 분석자료의 분포 

결혼 1년차 1,114개 신혼가구의 지역 및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2000년도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2009년과 2010
년의 경우에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나 이는 2009년 표본을 추가로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전체적인 빈도에 있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이 53.92%를 나타

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신혼가구의 결혼 연도 및 지역별 분포

결혼 연도별 분포   지역별 분포 

년도 빈도 % 지역 빈도 %
2000 25 2.24 서울 248 22.26
2001 73 6.55 부산 78 7
2002 54 4.85 대구 66 5.92
2003 76 6.82 대전 45 4.04
2004 80 7.18 인천 57 5.12
2005 69 6.19 광주 31 2.78
2006 79 7.09 울산 52 4.67
2007 63 5.66 경기 240 21.54
2008 60 5.39 강원 16 1.44
2009 103 9.25 충북 26 2.33
2010 111 9.96 충남 48 4.31
2011 91 8.17 전북 34 3.05
2012 86 7.72 전남 32 2.87
2013 87 7.81 경북 48 4.31
2014 57 5.12 경남 90 8.08
Total 1,114 100 제주도 3 0.27

Total 1,114 100



각 분석에 따른 연도별 분포는 <표3-2>와 같다. 결혼연령 분석의 경

우 결혼시점인 2000년의 한해전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분포하고 있

으며, 첫 자녀 출산시점 분석의 경우 분석시점이 결혼 1년차이기 때문에 

연도별 분포는 2000~2014년까지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둘째 자녀 

출산 시점 분석의 경우에는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

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분포하고 있다. 
<표 3-2> 분석자료의 연도별 분포

      분석내용 

 연도 

결혼연령분석
첫 자녀

출산 시점 분석

둘째 자녀 

출산 시점 분석

빈도 % 빈도 % 빈도 %
1999 18 2.09         
2000 57 6.62 12 1.82     
2001 45 5.23 51 7.74 26 4.51
2002 56 6.5 40 6.07 32 5.56
2003 62 7.2 58 8.8 47 8.16
2004 59 6.85 56 8.5 53 9.2
2005 65 7.55 42 6.37 44 7.64
2006 55 6.39 54 8.19 58 10.07
2007 48 5.57 50 7.59 43 7.47
2008 64 7.43 38 5.77 34 5.9
2009 91 10.57 60 9.1 41 7.12
2010 73 8.48 55 8.35 48 8.33
2011 65 7.55 54 8.19 50 8.68
2012 60 6.97 44 6.68 60 10.42
2013 43 4.99 34 5.16 40 6.94
2014 11 1.67     
Total 861 100 659 100 576 100



다음으로 각 분석내용에 따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우선 서울 및 경기도가 분석내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각각 

약 17%~23%로 분포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역시 

단위가 각 분석시점에서 전체 분석 데이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패널의 특성상 1998년 1차년도 조사시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

지역(전국의 시부)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표 3-3> 분석자료의 지역별 분포

      분석내용 

 지역 

결혼연령분석
첫 자녀

출산 시점 분석

둘째 자녀 

출산 시점 분석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200 23.23 122 18.51 98 17.01
부산 79 9.18 59 8.95 53 9.2
대구 55 6.39 42 6.37 39 6.77
대전 34 3.95 28 4.25 27 4.69
인천 44 5.11 34 5.16 26 4.51
광주 23 2.67 18 2.73 17 2.95
울산 45 5.23 36 5.46 34 5.9
경기 146 16.96 138 20.94 120 20.83
강원 11 1.28 11 1.67 11 1.91
충북 22 2.56 12 1.82 18 3.13
충남 42 4.88 20 3.03 22 3.82
전북 31 3.6 21 3.19 22 3.82
전남 26 3.02 21 3.19 17 2.95
경북 32 3.72 24 3.64 16 2.78
경남 71 8.25 72 10.93 55 9.55

제주도 1 0.15 1 0.17
Total 861 100 659 100 576 100



제4절 변수 구성

1. 지역 주택가격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는 먼저 지역주택가격 변수를 생성해야한다. 지역주택가격이란 일정 

지역내 주택의 일반적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김준형, 2008, p.23). 지역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에는 상호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들 변수는 선택적으로 적용해야한다(김준형·최막중, 2007,p.210).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택가격의 대리변수로 매매가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지역주택가격 변수는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의 시·군·구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 자료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은 주택규모에 따른 지

역 간 주택품질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김준형·최막중, 
2009, p112). 한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가구별로 결혼시점이 

2000~2014년까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지역주택가

격을 산정하기 위해 2015년 6월 기준28) 시·군·구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 평균 매매가격’과 각 년도의 동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

여 해당시점의 지역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을 산출하였다. 
A지역 i시점의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에 대한 계산을 수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A지역의 2015년 6월 평당 주택매매가격 X (A지역 i시점의 

6월 매매가격지수 / A지역 2015년 6월 매매가격지수)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자료를 제

공하고 있어 2000~2002년까지 자료를 구축할 수가 없다. 따라서 

28)2016년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아파트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지수의 기준시점(매매지수가 100)은 2015년 6월로 두고 있다. 따라서 2015
년 6월 매매가격과 매매가격지수를 통해 각 년도 및 시점별 매매가격을 산정하였다.  
 



2000~2002년까지 자료는 동일한 시·군·구에 한해 2003년에 도출한 지

역주택가격 값으로 대체하며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의 지역별 시세에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있는 곳

은 그 값을 적용하고, 없는 경우는 주변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일부 최근시세가 없는 지역은 동일시점의 주변지역 값으로 대

체하여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시점별 지역주택가격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각기 다른 14년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목변수가 

아닌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해야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소비자물가지

수(CPI)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29) <그림3-3>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지역으로 

갈수록 지역주택가격은 높게 나타나며(좌), 수도권의 경우에도 시·군·구
별로 주택가격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우) 

<전 국> <수도권>

<그림 3-3> 전국 및 수도권의 지역주택가격 수준 
주 :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지역의 경우 지역주택가격이 나타나지 않음.

29)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 https://ecos.bok.or.kr/



2. 점유형태  

점유형태는 결혼이후 주택을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에는 입주형태에 따라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나

누어진다. 점유형태는 결혼 시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이후 점유형태를 

추적 관찰하여 첫 자녀 출산 전 자가로 전환된 가구의 경우에는 ‘첫 자

녀 출산 전 자가’ 혹은 ‘자가가구’로 명명한다. 또한 첫 자녀 출산시점까

지 차가로 유지된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가구’로 명명하고 분리하여 분

석한다. 둘째의 경우에도 첫 자녀와 동일하게 결혼시점에서 둘째 자녀 

출산 전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둘째 출산 전 자가가구로 설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전 자가’ 혹은 ‘자가 가구’로 명명한다. 이후 둘째 자녀 

출산 시까지 임차로 남아 있는 가구는 ‘임차가구’로 명명하고 분리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점유형태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점유

형태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Frans Dieleman(1994)은 점유형태와 가구의 생애주기 사이에는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결혼과 주택소유는 동

시에 발생하거나 부모가 됨을 예측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은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비용변수이기 때문에 주택마련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Lisa J. Dettling(2011)은 주택가격의 증

가는 아이수요(demand for children)에 부정적인 대체효과(negative 
substitution effect)를 가지나 자가의 경우에는 이를 상쇄하는 주택의 

가격상승이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야기함으로써 주택가격과 출산율 

간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거비 상승과 주택구입비용은 자

녀 양육비용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출산지연에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Courgeau & Lelievre, 1992; Sara Ström, 2010, p.510). 만약 자

녀출산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신혼가구는 주택소유가 가능해질 때까지 

출산을 연기함으로서 자녀를 갖기 전에 일정수준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Muld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점유형태에 따라 출산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3. 소득 및 자산

분석에서 사용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및 총소득이다. 첫 번째 분석인 

결혼연령 분석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의 소득

이 필요한데 노동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소득은 가구단위로 제공되어 

개인단위의 소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하

는 경우에는 개인단위의 비임금근로자 및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을 소득변수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총소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신혼가구의 소득 및 자산은 

노동패널자료의 가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은 작년한해 

총소득으로 작년한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수혜,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을 가리킨다. 근로

소득은 가구의 연간 총 근로소득이며, 금융소득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사채이자수입, 주식,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를 모두 합

한 금액이다. 또한 부동산 소득은 월세 등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차익,  
권리금과 기타금액, 토지를 도지준 것을 합한 것이며 이외 사회보험 수

금액과 이전소득, 보험금 및 퇴직금 등이 총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자산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뉘며 부동

산 자산의 경우 자가주택은 시가, 전세·월세·기타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을 나타내며, 이외 거주주택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시가총액과 임대보

증금 총액을 합친 값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경우는 은행예금과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신탁, 아직 타지 않은 계, 기타 금융자산 등으로 구성

된다.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와 비금융기관 부채, 임대보증금 받은 돈 등

이 포함되며 순자산은 조사시점에서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을 더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여 변수화 하였다. 
부동산자산은 점유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월세 

× (12/당해년도 은행신탁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자가의 경우 현재 시가



를 사용하며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였다.30) 또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과 부채를 비롯한 총자산은 2010년을 기준(2010년=100)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하여 사용하였다. 
<표3-4> 소득 및 자산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구분 변수

총소득

(작년한해)

근로소득

금융

자산

은행예금

금융소득 주식, 채권, 신탁

부동산소득 저축성보험

사회보험수혜 아직 타지않은 계

이전소득
개인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빌

려준 돈

기타소득 기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자가(시가)

부채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간 부채 

전세월세기타(임차보증금) 개인적으로 빌린 돈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거주주택 제외) 전세 및 임대보증금 받은돈 

임대보증금총액

(거주주택 제외)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및 기타 

보증금 

4. 기타 통제변수 

결혼연령 및 출산에 미치는 기타 통제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

고하여 교육수준, 출생순위, 분가여부, 취업기간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으

며,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고졸이하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외 

30)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
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
하는 대출금리와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 이를 적용한다. 



전문대학이상인 경우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가가구 변수는 결혼 전에 분가하여 생활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주거

비 부담에 따라 신혼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마련에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이 크고 이는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변수화하였다.31) 결혼 1년 전 시점에서 분가하지 않은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하고, 분가하여 가구주이거나 부모와 살지 않은 경우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변수화하였다. 
출생순위 변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역혼을 금지하는 출생순위와 관련된 

문화적 규범에 따라 장녀의 경우 제때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후 출

생순위가 올라갈수록 늦어질 수 있다는(이인수,1994) 기존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출산순위 중 첫째인 경우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외 둘째

이상인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변수화하였다.  
실업여부 변수의 경우 노동패널의 개인자료 중 취업자를 참조집단로 

설정하고 미취업자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비경제활동자와 무

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실업으로 처리하였다.
실업여부에 대해 출산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실업(남성)과 배우자(여성)의 

근로여부를 함께 반영하였다. 가구주 실업상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반

영하는 변수로 첫 자녀출산시점 분석에서는 관찰 가능한 가구에 한해 결

혼시점에서부터 첫 자녀출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업상태를 모두 

포함하였고, 둘째출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첫 자녀출산에서 둘째 자녀 

출산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업의 경우를 모두 실업한 것으로 처리하였

다. 이때 실업은 실질적인 실업자만을32) 반영하여 출산간격 사이의 경

제적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결혼 이후 여성의 근로여부변수는 미취업인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31)분석데이터에서 분가가구 중 1인가구는 전체 300가구 중 275가구로 91.6%를 차지
한다. 서울·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총 500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
담에 따라 미래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한 결
과, 가장 심각한 경우 100점을 기준으로 연애(65.4점)<결혼(83.1점)<출산·양육
(86.7점)<내집 마련(87.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미선, 2017) 

32)미취업자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고  노동패널에서는 지난1주
간 구직여부, 지난 1개월간 구직여부, 취업가능성여부의 질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
질적인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한국노동패널 User's Guide, 2016)



취업인 상태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화하였고, 무급가족종사

자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미취업상태로 설정하였다. 한편 여

성의 경우 둘째출산분석에서의 근로여부는 분석시점이 첫째 출산시점이

므로 출산에 따른 일시적 휴직상태의 효과를 분산시키기 위해 관찰 가능

한 가구에 한해 둘째 자녀 출산 전까지 근로를 한번이라도 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취업기간 변수는 노동패널의 조사가 시작된 최초시점에서 마지막 취업

시점까지 월단위로 작성되었는데 취업자의 경우 노동패널의 최초 응답결

과에 작성된 주된 일자리의 취업시기를 기준으로 결혼 1년 전 조사기간

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하고, 미취업자의 경우 최초응답결과에 작성된 취

업기간과 실직 전 조사기간까지를 월단위로 기간을 작성하였다. 이때 기

간사이의 단기간으로 발생하는 실직기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 코호트 변수의 경우 결혼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치는 외부경제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세계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금융위기를 이후인 2009~2014년을 대조집단으

로 설정하였다. 은기수(2001)는 결혼코호트가 시대적인 영향을 반영하

는 변수로 출산간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본 연구의 시점은 2000~2014년에 결혼한 신혼가구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위기와 같은 거시경제의 변화를 통제할 필요

가 있다.

 



구분 변수설명
결혼연령

분석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 분석

지역주택가격

시·군·구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만원)

○ ○

연령 
결혼 연령(세)/

첫 자녀 출산연령(세) ○ ○

소득
월평균 근로 소득(개인) 또는 

작년 한해 총소득(가구) ○ ○

출생순위 둘째이상=0, 첫째=1 ○ ○

실업 유무 취업=0, 실업=1 ○ ○

근로 유무 근로안함=0 근로 =1 × ○

교육수준 고졸이하=0, 대학이상=1 ○ ○

분가여부 분가안함=0, 분가=1 ○ ×

취업기간
결혼 한해 전 조사기간까지 

취업기간(월단위) ○ ×

순자산 총자산 - 총부채 × ○

월세여부  전세=0, 월세=1 × ○

결혼 코호트 
2000~2008 =0
2009~2014 =1 ○ ○

주 : 결혼연령분석에서 실업은 비경제활동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첫 자녀 및 둘째자녀 분석에서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실업자에 한함.
근로유무에서 근로는 결혼이후 배우자(여성)가 취업을 한 경우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함.
월세여부는 임차가구에 한함.  

<표 3-5> 각 분석별 변수설정 

 



제4장 지역주택가격과 결혼연령

제1절 분석 모형

본 장에서는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지, 즉 결

혼을 늦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산율 저하의 

요인을 밝히려는 최근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어 결혼연령 상승에 따른 실질적 가임기간의 감소로 인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은기수,2001; 임훈민외, 2013; 
유홍준외, 2010) 이처럼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 즉 만혼은 이후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에 있어 연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신혼주택마련

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결혼을 미루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장에서는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결혼연령의 경우 개인에게 일생에 한번 밖

에 관찰되지 않으므로 연령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으로 분석이 가능하

다. 분석에서 사용되는 결혼연령과 지역주택가격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4-1>과 같다. <그림4-1>을 보면 지역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결

혼연령이 증가하는 산포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본 산포도는 다른 변수

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연령과 지역주택가격의 분포를 살펴본 

것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4-1>
<식4-1>에서 종속변수인  는 개인 i의 결혼연령을 나타내며 는 

지역주택가격, 는 근로소득, 는 실업여부 등과 같이 결혼연령을 설

명하는 독립변수가 된다. 또한  은 오차항으로 독립변수들에서 설명하



지 못하는 잔차(residual)를 나타내며, 모형에서 각 요인들에 따른 결혼

연령의 차이는 각 요인들의 회귀계수 로 나타난다. 다중회귀모형에서 

특정한 독립변수 ~의 회귀계수 는 회귀모델에 포함된 다른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보여주는 편회귀계수이다. 즉,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시킨 후에 두 변수 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편상관

(parial correlation)이라고 하며, 이는 다른 여러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제어한 후 종속변수와 해당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

중회귀모형의 분석결과에서 해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는 종속 

변수와 양(+) 혹은 음(-)의 관계가 있다’로 해석해야한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를 나타내면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과 양(+)의 관계가 있다가 된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

할 때,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진다로 해석할 수 있

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모수의 추정은 최소제곱추정법(Least Square 
Estimation; LSE)을 사용하였다. LSE는 오차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모수

를 찾는 방법이며, 오차항이 특정한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수를 찾는 방법이다(고길곤, 2014, p.336)
한편, 여기서 사용되는 지역주택가격은 신혼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

가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결혼한 가구를 대상을 하였기 때

문에 결혼이후 신혼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을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지역주택가격은 이미 신혼가구의 입지 선호를 반영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혼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이 늦

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주택가격 변수의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

질 것이다. 이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분석시점(t)과의 인과관계를 분명

히 하기 위해 결혼 한해 전(t-1) 개인특성인 근로소득 또는 가구의 총

소득, 출생순위와 실업유무, 교육수준, 분가여부, 취업기간으로 설정하였

으며, 결혼코호트는 2000~2008년을 준거집단으로 2009~2014년을 대

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변수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3장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분석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신혼가구가 신혼주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소득을 합친 ‘총
소득의 예산제약’ 내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신혼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은 남녀의 신혼주택의 입지선호(preference)를 반영하여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과정(joint decision making)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시점에서의 '총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연

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로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

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리하여 개인단위(individual)로 분석하고 비교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인 근로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

석한다. 또한 본 분석의 데이터는 2000~2014년까지 결혼한 가구를 대

상으로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패널 데이터가 아닌 합동(pooled) 데이

터가 된다. 

 

<그림 4-1>결혼연령과 지역주택가격 산포도 



제2절 기초 현황  

변수설정에 따른 성별 기초 현황을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우선 실업여부변수를 보면 실업자가 전체 861명 중 152명을 나타내어 

약 17.7%를 차지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남

성의 경우는 약 12.3%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약 23.4%로 남성에 비

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

동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

한 2000~2014년 남녀별 고용률을 보면 주 결혼 연령층인 20~29세의 

경우 남성이 55.8~66%, 여성이 54.9~60.2%로 나타났으며, 30~39세 

연령층에서는 남성이 89.1~92.1%, 여성이 52.4~56.3%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형제·자매 중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출생순위는 여성에서 첫째인 경

우가 약 35.9%로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약 38.8%로 나타나 비슷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 한해 전 분가여부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약 47.8%가 분가하였으나 여성의 경

우에는 약 20%만 분가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가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전체 중 73.5%가 대졸이상이

며, 남성의 경우 약 76.7%, 여성의 경우 약 70.1%가 대학이상으로 남성

의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나나 남녀 모두 70%이상이 대졸이상으로 교

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결혼코호트의 경우

에는 2000~2008년 결혼한 가구가 58.3%이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2014년까지 결혼한 가구가 41.7%를 차지하여 2008년 이전

에 결혼한 가구가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   
평균 결혼연령의 경우 남성은 30.85세, 여성의 경우 28.07세로 나타나

며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 차이가 약 2.78세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2000~2016년 기준 남성이 

29.3~32.8세, 여성이 26.5~30.1세를 나타내고 남녀의 평균 결혼 차이

가 약 2.5~2.7세로 본 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기간은 남녀의 평균이 66.3개월로 취업 후 평균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평균 66.03개월, 여성

이 66.6개월로 남녀의 차이는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미혼남녀 459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마련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남성은 70.1%, 
여성은 67.4%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33) 한 달 평균 

근로소득변수는 실업자의 경우 소득이 ‘0’이기 때문에 최소 ‘0’에서 최대 

527.2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근로소득차이는 약 

70만원이지만 최댓값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각각 527.3만원과 384.6만

원으로 남성의 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신혼가구 총소득의 경우 평균 

3,971만원이며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34,647만원으로 한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나타내어 분석시에는 로그화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지역주택가격은 전체 시·군·구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매

매가격’으로 평균 약 293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 약 58만원에서 

최대 약 1,303만원까지로 나타나 지역 간 주택가격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 남성의 지역주택가격은 개인별 분석 시 남성인 경우에 

사용될 지역주택가격이며 여성의 지역주택가격은 여성인 경우에 사용될 

지역주택가격으로 평균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택가격의 경우

에도 한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나타내어 분석시에는 로그화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33)현대경제연구원(2013),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처 : 20-30대 세
대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 VIP 리포트 통권 537호



<표 4-1> 변수설정에 따른 성별 기초 현황

변수명  
전체(n=861) 남성(n=446) 여성(n=415)
빈도 % 빈도 % 빈도 %

실업여부(실업=1) 152 17.65 55 12.33 97 23.37
출생순위(첫째=1) 322 37.4 173 38.79 149 35.9
분가여부(분가=1) 296 34.38 213 47.76 83 20

교육수준(대학이상=1) 633 73.52 342 76.68 291 70.12
결혼 

코호트

2000~2008 502 58.3 257 57.62 245 59.04
2009~2014 359 41.7 189 42.38 170 40.96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결혼연령

(세)

전체 861 29.51 3.71 22 47
남성 446 30.85 3.87 22 47
여성 415 28.07 2.92 22 39

취업기간

(월) 

전체 861 66.30 45.17 0 261
남성 446 66.03 45.76 0 248
여성 415 66.60 44.59 0 261

근로소득

(만원)

전체 861 156.08 101.51 0 527.27 
남성 446 189.88 104.58 0 527.27 
여성 415 119.75 84.23 0 384.62 

지역주택가격

(만원)

전체 861 293.06 179.85 58.48 1,303.3 
남성 446 296.24 176.55 58.48 1,303.3 
여성 415 289.64 183.48 79.48 1,198.7 

총소득

(만원) 전체 833 3,971.4 3,452.1 81.3 34,647.8 
주 : 지역주택가격은 시·군·구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임.  
     총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소득을 합친 작년 한해 총소득을 나타냄.    



제3절 분석 결과 

분석결과는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분석은 결혼 시 결정하는 

신혼주택은 남녀의 소득(가구의 총소득)을 합친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내에서 남녀의 신혼주택의 입지 선호(preference)를 반영하

여 함께 두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joint decision making)이며, 이 과정

에서 결혼시기(연령)가 결정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진다. 두 번째는 성

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

도록 한다. 두 분석 모두 지역의 주택가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

녀의 신혼주택의 입지 선호(preference)가 반영된 결혼1년차 신혼주택

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으로 한다. 
분석결과는 <표4-2>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을 보면 결정계수(R2)값이 

0.4975로 전체의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9.75%를 설명하고 있

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이하의 값으

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4)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지역 주택

가격의 계수 값이 (+)를 나타내어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면 지역주택가

격이 로그값을 나타내므로 지역주택가격이 1단위(100%) 증가하면 결혼

연령이 약 0.92세 높아진다.35) 다시 말해 지역주택가격이 2배 높으면 

평균적으로 결혼연령이 약 0.92세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신혼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주택을 마련할 당시 지출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주

34)분산팽창인자는 공선성을 진단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VIF가 10이상이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희연·노승철, 2013, p.326) 

35)독립변수가 log값을 나타내는 Lin-Log-model에서는 독립변수의 계수값()의 변화
가   를 나타내고, 이는 다시   가 되어 X의 
%변화에 대한 Y절대적 변화로 나타난다. 즉 X가 0.01단위(또는 1%) 변화하면 Y가 
0.01() 만큼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 1단위(또는 100%) 변화하
면 Y가 만큼 변화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Gujarati et al., 2009, p.165)



택비용이 마련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룰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준화 

계수값(Beta)을 통한 지역주택가격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면 지역주

택가격(0.13)>총소득(0.082)>교육수준(0.049) 순으로 나타나 지역주택

가격의 영향력이 총소득과 교육수준에 비해 높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 성별차이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남성일수록 여성에 비해 연령이 평균적으로 약 2.45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통계결과와 비슷한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총소득은 계수값이 (+)로 통계적으로 1%수준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며, 
취업기간 변수도 (+)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여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 또한 계수값이 (+)를 나타내어 고졸이하에 비해 대학이상

인 경우가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간에 대한 투자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인적 자원과 결혼연령과의 관계는 기초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남녀 모두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교육기간 및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연령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분석의 경우 결혼시점이 2000~2014년까지인 점을 고

려하면 졸업이후에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겪으면

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결혼을 결심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실업변수의 경우 계수값이 (+)로 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인 상태에 비해 실업상태일수록 평균적으로 

결혼연령이 약 1.6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실업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과 불확실성이 결혼이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 분가하여 가구를 형성한 경우 계수값이 

(+)로 나타나 분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36)여기서 실업은 미취업상태를 말한다. 



나타났다. 분가가구의 90%이상이 1인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결혼 전 주

거비 부담 등에 따라 신혼주택마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

측된다.37) 

<표 4-2>결혼연령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전체집단)
              종속변수 

 독립 변수      

결혼 연령 

Coef. t P>t Beta VIF
성별(남성=1) 2.447*** 12.8 0.000 0.336 1.12
ln지역주택가격 0.917*** 5.22 0.000 0.13 1.02

ln총소득 0.367*** 2.99 0.003 0.082 1.26
실업여부(실업=1) 1.607*** 5.48 0.000 0.163 1.26

교육수준(대학이상=1) 0.408* 1.7 0.089 0.049 1.1
취업기간 0.043*** 16.46 0.000 0.534 1.34

분가 여부(분가=1) 1.076*** 5.21 0.000 0.141 1.2
출생순위(첫째=1) -0.187 -1.03 0.302 -0.025 1.02

결혼코호트

(준거집단: 2000~2008) 0.357* 1.77 0.077 0.048 1.17

_cons 16.330*** 12.72 0.000 
표본수(N) 833

결정계수(R2) 0.4975
***: p<0.01, **: p<0.05,  *: p<0.1 
주 : 이분산성이 탐지되어 robust옵션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화 잔차값이 ± 3이상인 

이상치는 제거함. 

 

37)박미선(2017)에 의하면 19~34세 청년 1인가구의 점유형태 중 보증부월세가 56.8%, 
보증금 없는 월세가 9.8%로 나타나 전국 평균 보증부월세 20.3%, 보증금 없는 월세
가 4%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소득 대비 주거비부담
인 RIR은 19.7%로 전체가구의 1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변수는 계수값의 방향이 (-)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는 않아 출생순위에 따른 결혼의 순서규범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

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혼 코호트의 경우 계수값이 (+)로 

10%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2009년 이후 최근에 결혼한 가구일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로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4-3>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을 보

면 남성의 경우 결정계수(R2)값이 0.421, 여성의 경우 결정계수(R2)값

이 0.478을 나타내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성의 경우 약 

42.1%, 여성의 경우에는 약 47.8%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분산팽창인자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

두의 결혼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해석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지역주택가격이 로그값을 나타내므

로 지역주택가격이 1단위(100%) 높으면 평균적으로 남성의 경우 약 

0.94세, 여성의 경우 약 0.85세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38) 즉, 지역주택

가격이 2배 높아지면 남녀 각각 평균적으로 결혼연령이 0.94세, 0.85세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산이 적은 

미혼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결혼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택마련이 남성에

게만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에도 지역주

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남성

의 결혼연령이 높아져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인지 또는 여성에

게도 신혼주택마련이 결혼연령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38)독립변수가 log값을 나타내는 Lin-Log-model에서는 독립변수의 계수값()의 변화
가 를 나타내어 가 0.01단위(또는 1%) 변화하면 Y가 0.01 
만큼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 1단위(또는 100%) 변화하면 Y가 
만큼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Gujarati, D.N et al. 2009)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외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남성의 근로소득은 유의수준 1%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간 근로소득이 천만원 높을 경우 평균적으로 결혼

연령이 약 0.48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이 높아져 결혼을 일찍 할 수도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이후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확보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변수는 유

의수준 1%범위 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연간 근로소득이 천만원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결혼연령이 약 0.51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성의 소득은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므로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

록 기회비용이 높아져 결혼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

의 계수값을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더 나은 일자리를 가

질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마찬가지로 현재 및 향후 근로소득에 대한 기

회비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근로소득과 교

육수준이 높아지면 베커가 주장한 부부간의 특화(specialization)에 대한 

효용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의지할 유인이 약해져 결혼

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실업여부 변수는 (+)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1%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녀 모두 결혼 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

여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혼 코호트 변수 또한 남녀 모두 (+)계수값을 나타내어 

세계경제위기 이전인 2000~2008년에 비해 2009년 이후 최근에 결혼 

했을수록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최근일수록 결혼이 늦어지

는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외 출생순위와 분가여부, 취업기

간에 있어서는 남녀 변수에 대한 계수의 방향성 및 통계적 유의도에 있

어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남성과 여성의 결혼연령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성 별

 변수명

남성 여성 

Coef. P>t Beta VIF Coef. P>t Beta VIF
ln지역주택가격 0.936*** 0.001 0.124 1.03 0.845*** 0.000 0.153 1.06

근로소득(천만원) 0.484*** 0.009 0.157 2.14 0.514*** 0.001 0.178 3.21

실업여부(실업=1) 1.652*** 0.009 0.141 1.9 2.670*** 0.000 0.387 2.9
교육수준

(대학이상=1) 0.128 0.757 0.014 1.12 0.640** 0.016 0.1 1.12

취업기간 0.045*** 0.000 0.528 1.36 0.041*** 0.000 0.630 1.47

분가여부(분가=1) 1.181*** 0.000 0.153 1.13 0.773*** 0.006 0.106 1.11

출생순위(첫째=1) -0.278 0.331 -0.035 1.05 -0.173 0.413 -0.028 1.01
결혼코호트

(준거집단:2000~2008) 0.259 0.389 0.033 1.1 0.454* 0.075 0.076 1.21

_cons 20.73*** 0.000 18.56*** 0.000 
표본수(N) 446 415

결정계수(R2) 0.421 0.478
***: p<0.01, **: p<0.05,  *: p<0.1 
주 : 이분산성이 탐지되어 robust옵션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화 잔차값이 ± 3이상인 이상

치는 제거함. 
     근로소득 : 한달 근로소득×12/1000



제4절 소결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결혼연령으로 설정하고 지역주택가격과 그 외 개인특성을 통제변수로 하

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

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도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남성 및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택마련부담으로 결혼이 늦어질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신혼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주택을 마련할 

당시 지출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택마련비용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IMF이후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이 보

여주는 바와 같이 대학기간 및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전세

가 발달된 국내 점유형태의 특성 상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을 통한 목돈확보(downpayment)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는 결혼연령

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제변수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성별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취업기간이 길수록 결

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또는 결혼이후 출산 등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발

생하는 높은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남성의 경

우에도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확보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 취업인 상태에 비해 실업일수록 결혼연

령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결혼연령을 높이

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또한 결혼연령을 높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고졸에 비해 대학이상일수록 결혼연령이 매우 유

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질 높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



게 작용하였다. 
이외 결혼 전에 분가가구의 경우 분가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결혼연령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가가구의 경우 90%이상이 1인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주거비부담 등에 따라 주택마련비용 등에 있어 더 긴 시

간이 걸릴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결혼코호트의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결혼한 가구일수록, 즉 최근에 결혼한 가구일수록 결

혼연령이 높아지며 특히 여성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제5장 지역주택가격과 출산시점 

제1절 분석 모형

본 장에서는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이 결혼 이후 출산시점 즉, 첫 자녀

출산시점 및 둘째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종

속변수는 결혼시점에서 첫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과 첫째 자녀출산에서 

둘째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되며, 만약 출산이 완료된 모든 여성

에 대해서 출산을 관찰할 수 있다면 회귀분석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는 관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첫 출산이 이행되지 않았

거나 혹은 중도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분석방법으로 가

장 적절한 방법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다(Allison, 1995, Cox 
& Oakes, 1984).

생존분석은 ‘사망(failure)’ 또는 ‘생존(survival)’ 여부와 생존기간

(survival time)이라는 정보를 활용하여 생존기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

법이다. 기존에는 생물학 또는 의료 및 산업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졌으

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생존율 또는 기대수명 등의 예측, 기계의 수

명 및 새로운 상품의 생존율 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 출산을 사망(failure)으로 정의하면 첫 자녀 출산의 경우 

결혼이후 첫 자녀출산까지의 기간(월)을 첫 자녀출산기간(survival 
time)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첫 자녀출산 이후 

둘째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월)을 둘째 자녀 출산기간(survival time)으

로 보며 종속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조건으로 하지만 생존분석에 따른 생존시간의 경우 우측으로 

몹시 기울어진 양의 값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 절단된

(censored data)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도 절단 자료는 다양한 이유로 조사대상자가 조사에서 탈락되거나 

사건(events)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사대상자들의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를 의미한다. 만약 중도 절단된 자료를 분석 시 제외하면 연구결과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소실될 수 있으

며 분석결과에 편의(systemic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생존분

석에서는 선형회귀분석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중도 절단된(censored 
data)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최은선·남진, 2011, p.128) 
생존 함수는 특정의 시간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확률로 본 연구의 

경우 출산하지 않는 기간(생존기간) T로 정의한다면 이 생존기간 T에 

대한 분포를 가정한다. 만약 T를 개인 j에게 출산이 일어날 생존시간이

라는 확률로 표현한다면 개인 j에게 실제 시간 t에 출산이 일어날 생존

함수는 <식5-1>과 같고, 시간 t까지 사망하는 확률 F(t)를 누적분포함

수 혹은 누적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식5-2>와 같다. 이 누적함수

를 사건이 일어나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밀도 함수로 바꾸게 되면 위

험함수(hazard function)가 된다. 위험함수는 <식5-3>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임의시점 t에서 사망할 확률 즉, 본 분석에서는 t시점에 출산할 확

률이 된다. 즉, 개인 j의 (t)는 사건이 관찰시점(t)까지 출산하지 않았

다는 조건하에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특정시점(t)에서 출산할 조건부 

순간탈출 확률이 된다. 

(t) = Pr(≥t)   ···················································<식5-1>
(t) = Pr(≤t) = 1-(t)······································<식5-2>
 lim

→


Pr≤  ≥  =




 ····<식5-3>

이때 위험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생존기간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생존분포에는 모수적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이 있다. 비모

수적 방법에는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는 않으며 표본을 통해 분포를 도

출하는 방법으로 카플란-마이어방법(Kaplan-Meier method)이 있는데 

이 방법은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반해 생존분석방법 중 준모수적 방법인 콕스 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은 다변량 분석이 가능하고 특별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콕스 비례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 5-4>와 같다. 

 
    ··········································<식5-4>

log log  ·························<식5-5>
log


  ·····························<식5-6> 

<식5-4>에서 는 개인 j가 시간 t에서 출산할 위험을 뜻하며 

는 기저선 해저드(baseline hazards)로서 <식5-5>에서 log를 제외

한 괄호 안의 공변량들의 값이 모두 ‘0’을 나타날 때 t시점에서의 위험률

(hazard)을 말한다. 요인을 대표하는 ,   등은 공변량(covariate)
으로 불리며,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와 같은 역할로 여기서는 지역주택가

격, 여성의 근로여부 및 교육수준 등의 변수가 해당된다. 는 생존회귀

계수로서 일반 회귀계수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만약 계수값이 양(+)의 

부호로 나타나면 출산위험률이 높아져 출산이 빨라지는 것이며, 반대로 

음(-)의 부호는 출산위험률이 낮아 출산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식5-5>는 외형상 일반 회귀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가져 대수선형 

회귀모델이라 하며, 이와 같은 관계에 따라 비례해저드모델을 Cox회귀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식5-5>를 다시 정리하면 <식5-6>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는데 이는 해저드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는 시점 t
에서 j번째의 해저드가 기저선 해저드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 값이 1단위 변화하는데 따른 해저드 비

의 증감은 에 지수를 한 값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용이한 

해석을 위해 추정된 계수값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위험률비(Hazard 
Ratio), 즉 출산확률로 전환하여 설명하였다. 추정된 계수값의 위험률비

는 계수 값에 지수를 취한 값으로 연속변수의 경우에는 한 단위 증가로 



인한 위험률비의 증감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위험률비가 1.23인 경우에 

출산을 할 확률이 약 23%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0.92인 

경우에는 약 8% 늦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도 절단된 자료(censored data)의 처리는 상태변수로서 결혼

이후 첫 자녀 혹은 둘째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는 ‘1’(출산=1)로 설

정하고, 자료 조사시점까지 출산을 하지 않거나 탈락된 가구의 경우 ‘0’
(중단=0)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중도 절단된 자료는 회귀계수를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기저 위험함수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비례위험함수에서 중요한 가정은 위험률의 분포상태에 대해 아무런 가

정을 하지 않고 그 분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 t의 함수인 반면 의 

효과는 모든 t시간에 일정하게 나타나야한다는 것이다. 즉, 콕스 비례모

형은 시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공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한 모형이 모수형 생존분석(Parametric 
Model)이다. 모수형 생존분석(Parametric Model)은 <식5-4>에서 t의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weibull 분포, exponential 분포이 

대표적이며 그 외 log-normal, log-logistic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수 

모형은 확실한 분포가 있을 경우에는 콕스모형에 비해 효율적인 파라메

터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콕스 비례 해저드모형의 경우 공변수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모수 모형(Parametric model)은 전체

시간 간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에 초점을 둔다(Mario A. C. et. al, 
2010).

 여러 t의 분포 중 본 연구에서는 weibull분포를 가정하였다. 출산 모

형에 있어서 weibull 분포는 Heckman & Walker(1990), 민희철(2008), 
김현식(2012), 김사현(2009)에서 weibull 모형 혹은 Cox 모형과 함께 

비교 분석한 바 있다. weibull모형은 생존시간이 실제로 두 분포를 따를 

때 콕스 모형에 비해 선호되는 방법이며 시간별로 다른 효과를 가중평균

(weighted averaging)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현식·김지연, 
2012,p.13) 



weibull분포는 시간의 의존성을 모형에 반영한 것으로 식으로 나타내

면 <식5-7>과 같다. 
log log    ·························<식5-7>
여기서 의 값은 연구자가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출산이 빨리 이루어지거나 늦어지

는 부분에 대해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민희철, 2008, p.46) 
한편, <식5-7>의 은 지역주택가격을 나타내는데, 로그값으로 변형

된 지역주택가격은 위험률의 로그값과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정된 계수값은 탄력성을 의미하며 추정결과는 의 계수값이 음(-)의 

값일 경우 지역주택가격이 1% 높으면 출산위험률, 즉 출산확률이 %
만큼 감소하여 출산이 늦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는 시간의 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함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기울기가 1이면 지수분포이고 기울기가 1이 아닌 직선을 대략이

루고 있으면 자료는 와이블 분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기초 현황

  
1. 첫 자녀 출산 기초현황

첫 자녀 출산에 대한 기초 현황을 보면 <표 5-1>, <표5-2>와 같

다.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첫 자녀 출산시점까지 임차가구로 머문 경우

(이하 임차가구)가 전체 659가구 중 420가구로 전체가구 중 약 63.7%
를 나타내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

입하여 자가로 바뀐 자가가구(이하 자가가구)가 전체 659가구 중 239가

구로 약 36.3%를 차지하고 있다.39) 이와 같은 현황은「2014년 신혼부

부가구 주거실태 패널 조사」의 점유형태 결과에서 자가가 차지하는 비

율이 29.4%인 결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출산상태변수의 경우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전체 659명 중 534명

으로 81.03%를 차지하여 결혼한 신혼부부의 대다수가 첫 자녀를 출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약 83%가 첫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임차가구 경우에도 약 81%가 첫 자녀를 출산하여 비슷한 분포로 나타

났다. 근로여부변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배우자, 즉 여성이 근로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52.2%를 나타내고 있어 결혼시점에 절반이상의 배

우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

거실태 패널 조사」의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의 경우에 여성의 근로비율

이 44.8%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

히 임차가구의 여성 근로비율이 49.05%이며, 자가가구가 약 57.74%를 

나타내어 자가가구의 근로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학력

수준은 대학이상이 69.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가구인 경우가 

72.8%, 임차가구인 경우가 67.38%로 자가인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

다. 가구주 실업여부의 경우, 실업자인 경우가 약 2.28%로 대다수가 취

업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39)이 중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전체 659가구 중 179가구로 27.16%를 
나타내었다.



가구주(남성)의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약 38%이며 임차가 약 

40%, 자가가 약 34%를 나타내고 있다. 월세여부는 임차가구에서만 측

정이 가능한데 임차가구 중 월세인 경우는 약 1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임차가구 중에서도 대다수의 신혼가구가 신혼주택의 점유형태로 전

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

거실태 패널 조사」에서는 월세의 비율이 22.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혼~첫 출산기간까지의 기간은 평균 약 21.5개월이 걸리며 최소 6개

월~110개월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생애 임신력조사에 의하면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6.8개월로 나타난 것

에 비하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분석의 경우 탈락되어 중도 절

단된(censored) 가구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를 점유형태별로 

보면 첫 자녀 출산 전 자가인 자가가구의 경우가 약 24.5개월인데 비해 

임차가구의 경우는 약 19.9개월로 나타나 임차가구의 경우가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여성)의 전체 결혼 평균 연령(만)은 28.19세이며 최소 18세에

서 최대 40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차가구의 배우자(여성) 평균 결혼연

령은 28.1세이며, 자가가구의 배우자(여성) 평균 결혼연령은 28.3세로 

점유형태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주택가격은 평균 약 281만원이며 최소 87만원에서 1,303만원까지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의 전체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나타내어 로그화 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를 비교하면 임차가구의 경우 

약 301.7만원이며 자가가구의 경우가 약 245만원으로 임차가구가 위치

한 지역의 지역주택가격이 약 56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작년총소득은 평균 3,879만원으로 2014년 신혼부부패널 조사

에 따른 총소득 3,979만원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총소득의 최솟값은 

109만원에서 최대 3억 2330만원으로 나타나며 소득의 특성상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나타내어 로그화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점유형태

별로 살펴보면 자가가구의 경우가 4257.6만원, 임차가구의 경우가 



              점유형태 
  변수명 

전체
N=659(100%)

임차가구
N=420(63.7%) 

자가가구
N=239(36.3%)

빈도 % 빈도 % 빈도 %

첫 자녀 출산 상태(출산=1) 534 81.03 336 80 198 82.85

배우자 근로여부(근로=1)　 344 52.2 206 49.05 138 57.74

배우자 학력(대학이상=1) 457 69.35 283 67.38 174 72.8

가구주실업여부(실업=1) 15 2.28 8 1.9 7 2.93

가구주출산순위(첫째=1) 251 38.09 170 40.48 81 33.89

월세여부(월세=1) 49 11.67 49 11.67 - -
주 : 첫 자녀 출산상태 변수는 출산=1, 중도 탈락에 따른 우측 절단(censored)=0을 나타냄.
    배우자는 여성을 나타내며, 가구주는 남성을 나타냄. 

3663.59만원으로 자가가구의 경우가 약 6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평균 8,429만원이며, 최소 -3,089만원에서 최대 60,300만원

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경우 순자산은 평균 1억1811만원으로 나타

났으며,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6505만원으로 나타나 자가가구의 순

자산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첫 자녀 출산 기초현황-더미변수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결혼~첫 자녀 

출산(개월)

전체 21.51 17.02 6 110
임차가구 19.82 15.64 6 110
자가가구 24.47 18.88 6 110

배우자 

결혼연령(세)

전체 28.19 3.18 18 40
임차가구 28.12 3.27 18 40
자가가구 28.3 3.02 21 38

지역의 

주택가격(만원)

전체 281.19 171.23 87.12 1,303.3
임차가구 301.75 191.44 87.12 1,303.3
자가가구 245.07 120.35 92.03 998.06

작년 

총소득(만원)

전체 3,879.02 3,270.96 109 32,330.76
임차가구 3,663.59 2,741.92 109 20,750
자가가구 4,257.6 4,014.79 112.41 32,330.76

순자산(만원)
전체 8,429.71 8,284.73 -3,089.09 60,300

임차가구 6,505.48 6,731.33 -3,089.09 59,348.01
자가가구 11,811.22 9,590.3 0 60,300

주 : 자가는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하여 자가로 전환된 가구를 말함. 
     지역주택가격은 시·군·구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을 나타냄. 

<표 5-2> 첫 자녀 출산 기초현황-연속변수

2. 둘째 자녀 출산 기초현황

둘째출산시점을 위한 기초 통계값은 <표5-3>, <표5-4>와 같다. 둘

째출산은 앞서 변수선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를 출산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임차는 결혼이후 둘째 자녀 출산 시점까지 임

차인 가구(이하 임차가구)이며, 자가인 가구는 둘째 자녀 출산 전 주택

을 구입한 가구(이하 자가가구)이다. 임차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41.15%(237가구)이며 자가인 가구는 58.85%(339가구)로 가구의 50%



이상이 둘째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태 변수는 첫 자녀 출산 가구 중 58.85%가 둘째 자녀를 출산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임차가구의 경우는 61.6%가 둘째 자녀를 

출산한 반면 자가가구의 경우는 56.93%가 출산을 하여 임차가구의 경

우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여성) 근로여부의 경우는 여성이 근로

를 하는 경우가 38.19%를 나타내며,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약 

61.81%를 나타내어 결혼시점의 47.8%에 반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40)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는 경우

가 31.65%이며 자가가구의 경우 42.77%를 나타내어 자가의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여성) 학력의 경우에도 대학이상이 임차가구의 경우 64.56%를 

차지하는데 반해 자가의 경우에는 75.52%를 나타내어 자가가구의 경우

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실업여부는 첫 자녀 출산 이후 둘째출산 

전까지 한번이라도 실직이 발생한 일시적 실업상태를 모두 포함하며 약 

4.34%가 실업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차가구가 5.49%, 자가가 3.54%로 

임차가구의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 가구주 출산순위의 

경우 약 36.81%가 첫째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36.29%, 자가의 경우 

37.17%가 첫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차가구에서 월세인 경

우가 약 12.7%로 첫째출산의 약 11.7%에 비해 조금 늘어났다.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첫 자녀 출산~둘째 자녀 출산기간까지의 기간은 

평균 약 38.34개월이 걸리며 최소 6개월~146개월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생애 임신력조사에 의하면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평균 34.1개월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평균이 조금 높게 나타났

는데 본 분석의 경우 우측 절단된(censored) 가구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집단별로 보면 임차가구의 경우 30.85개월인데 반해 자가가구

의 경우가 43.58개월로 자가가구의 경우가 첫 자녀출산 후 둘째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

를 대상으로 한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은 평균 약 17.77개월로 

40)배우자의 근로여부의 경우 둘째출산 전 근로를 한번이라도 한 경우를 모두 근로상태
로 보았다. 



            점유형태 

 변수명　

전체
N=576(100%)

임차가구
N=237(41.15%) 

자가
N=339(58.85%)

빈도 % 빈도 % 빈도 %
둘째 자녀 출산 상태 (출산=1) 339 58.85 146 61.6 193 56.93

배우자근로여부(근로=1) 220 38.19 75 31.65 145 42.77

배우자대학이상(대학이상=1) 409 71.01 153 64.56 256 75.52

가구주실업여부(실업=1) 25 4.34 13 5.49 12 3.54

가구주출생순위(첫째=1) 212 36.81 86 36.29 126 37.17

월세여부(월세=1) 30 12.66 30 12.66 - -
주 : 둘째출산상태 변수에서 출산=1, 중도 탈락에 따른 우측 절단(censored)=0을 나타냄.

나타났으며, 임차가구가 15.4개월인데 반해 자가가구는 평균 19.4개월로 

나타나 임차가구가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여성)의 첫 자녀출산연령은 평균 29.4세으로 최소 19
세에서 40세로 나타났으며 임차가구의 경우가 평균 29.13세, 자가의 경

우가 평균 29.59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주택가격은 평균 약 282만원이며 최소 약 87만원에서 최대 1,303

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경우는 평균 약 320만원으로 나타나며, 
자가의 경우 평균 약 255만원으로 나타나 임차가구가 위치한 지역의 주

택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작년총소득은 평균 약 4,261
만원으로 나타나 결혼시점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 살

펴보면 자가가구의 경우가 약 4,597만원, 임차가구인 경우가 약 3,782
만원으로 자가인 경우가 약 8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평

균 9,48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1억1151만원이며, 임차

가구의 경우 7113.37만원으로 나타나 자가 가구의 순자산이 약 4,000만

원 높게 나타났다.
<표 5-3> 둘째 자녀 출산 기초현황-더미변수



변수명  점유형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첫 자녀~둘째 

출산(개월)

전체 38.34 26.12 6 146
임차가구 30.85 18.86 6 120
자가가구 43.58 29.08 6 146

결혼~첫째 

출산(개월)

전체 17.77 13.01 2 92
임차가구 15.44 10.58 2 73
자가가구 19.41 14.25 2 92

배우자 첫 

자녀출산 

연령(만)

전체 29.40 3.10 19 40
임차가구 29.13 3.07 19 40
자가가구 29.59 3.10 21 40

지역의 

주택가격(만원)

전체 282.02 181.22 86.99 1,303 
임차가구 320.32 213.64 86.99 1,303 
자가가구 255.24 149.16 88.20 1,303 

작년 

총소득(만원)

전체 4,261.76 3459.38 114 32,000 
임차가구 3,782.03 2656.09 114 16,000 
자가가구 4,597.15 3893.40 174 32,000 

순자산(만원)
전체 9,489 8636  -8,173 59,255  

임차가구 7,113.37 6290.53 -2,440 42,315 
자가가구 11,151 9619 -8,173 59,255 

<표 5-4> 둘째 자녀 출산 기초현황-연속변수



제3절 분석 결과 

1. 첫 자녀 출산시점 분석결과

1) 임차가구   

생존분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례 모형인 콕스 모형과 모수모형

인 와이블 모형을 모두 분석하고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41) 분석

결과는 <표5-3>과 같다. 가설의 검증은 Likelihood Test(LRT)를 사용

하며, 0블록과 1블록의 LL차이를 Likelihood Ratio(LR)라고 한다. 특히 

제약모형에 비해 비제약모형의 우도값이 감소할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Greene, 1997; 최

은선·남진, 2011, p.132) 전체 모형은 와이블 모형의 경우 제약모형(0블

록)과 비제약(1블록) 모형의 차이인 LR chi2 값이 51.1, 콕스 모형의 

경우 45.7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제약모형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면 와이블 모형이 Log-likelihood(LL)값이 크

고 AIC와 BIC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2) 또한, 각 변수별 계수값을 

비교하면 콕스 모형과 와이블 모형의 계수값이 비슷하고 방향성이 일치

하여 모형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와이블 모형의 ln_p값을 보면 

1%범위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기저위험함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

을 보여주는데 p의 값이 1.471로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 확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43) 따라서 모든 해석은 와이블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1)콕스모형의 분석 중 생존시간을 가지는 가구들의 가능한 조합을 모두 고려하는 

efron 방법을 적용하였다.
42)모형적합도를 나타낼 때 LL값은 크고 AIC 및 BIC값이 작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Mario et al., 2010; 이윤상, 2015, p.43)
43)결과값에서는 ln(p)값과 p값 그리고 1/p값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에서 ln(p)값은 모

형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Wald test 결과 유의미할 경우 위험률이 시간에 따라 일정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Mario et al., 2010, p.258) p=1이면 exponential 모형과 동
일하며 위험함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함을 의미한다. p>1이면 시간에 따
라 증가함을 의미하고 p<1이면 위험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마강래, 2011)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지역

주택가격은 계수값이 (-)방향을 나타내어 첫 자녀 출산시기를 늦추는 

경향은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는 임차가구라 하더라

도 결혼한 가구의 80%이상이 첫 자녀를 출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택가격이 첫 자녀 출산시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임차가구 중 월세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다만 결혼코호트의 경우 계수값이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근에 결혼한 임차 가구의 경우 첫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여성) 결혼연령의 경우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가 각각 (+)와 

(-) 방향으로 비선형관계를 보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계수값을 이용하여 변곡점을 계산한 결과 여

성의 결혼연령이 최대 약 29세까지 첫 자녀 출산시점이 빨라져 늦은 결

혼에 대한 '출산 따라잡기' 현상44)이 나타나며, 이후에는 출산이 늦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변수는 계수값의 방향이 (-)를 나타내어 

출산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수준에서 매

우 유의미하게 나타나 첫 자녀 출산시기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배우자(여성)가 근로를 할 경우, 근로를 하지 않

는 경우에 비해 첫 자녀 출산 확률이 0.629배(=exp(-0.463)), 즉  

37.1%가 낮아 첫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근로

여부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

직된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출산 이후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

다는 점을 볼 때 여성이 근로를 할 경우 첫 자녀 출산시점을 연기할 가

능성이 크다. 
한편, 순자산과 배우자(여성) 교육수준의 경우 계수값은 (+)를 나타

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총소득과 가구주의 실업여부, 출생순

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4)따라잡기 효과란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 이후 첫 자녀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효과(Catch-up effect)를 말한다.(통계청, 2017)



<표 5-5> 임차가구의 첫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요인 생존분석 결과

           분석모형

변수명　

　weibull 모델 　Cox 모델

Coef. P>z Haz.
Ratio Coef. P>z Haz.

Ratio
배우자결혼연령 0.928***  0.000 2.529 0.831***  0.001 2.295
배우자결혼연령2 -0.016***  0.000 0.984 -0.015***  0.001 0.985
ln지역주택가격 -0.174 0.133 0.84 -0.088 0.430 0.916

점유형태(월세=1) 0.166 0.376 1.18 0.003 0.987 1.003
ln총소득 -0.045 0.552 0.956 0.004 0.961 1.004

배우자 근로여부
(근로=1) -0.463***  0.000 0.629 -0.456***  0.000 0.634

순자산(천만원) 0.009 0.305 1.009 0.003 0.740 1.003
배우자교육

(대학이상=1) 0.154 0.215 1.167 0.022 0.859 1.023
가구주 실업여부

(실업=1) -0.218 0.576 0.804 -0.206 0.598 0.814
가구주 출생순위

(첫째=1) -0.145 0.213 0.865 -0.123 0.296 0.885
결혼코호트

(2009~2014=1) -0.229*  0.096 0.796 -0.333**  0.015 0.717
_cons -15.896***  0.000 0.000
/ln_p 0.386***  
p 1.471

1/p 0.68
Log-likelihood(LL) -442.873 -1714.507
(Chi-square) 51.1(0.000) 45.7(0.000)

AIC　 911.747 3451.014
BIC 964.270 3495.457
N 420 420

***: p<0.01, **: p<0.05,  *: p<0.1 
주 : 배우자는 여성을 나타내며, 가구주는 남성을 나타냄. 



2) 자가가구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한 자가가구 분석의 경우, 주택구입시점

을 변수로 통제하지 않은 모형(모형1, 모형2)과 통제한 모형(모형3, 모

형4)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주택구입시점 변수의 경우 결혼 시점에 이

미 주택을 구입한 가구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고, 결

혼시점에 임차였다가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대조집

단으로 설정하여 주택구입과 출산시점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우선 와이블 모형을 살펴보면 모형1의 경우 제약모형(0블록)과 비제

약(1블록) 모형의 차이인 LR chi2 값이 34.49, 모형2의 경우 29.19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제약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모형3의 경우에도 LR chi2 값이 66.88, 모형 4의 경우 

LR chi2 값이 54.73으로 나타나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제약모형에 비

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1과 모형2, 모형3와 모형4를 비

교하면 와이블 모형이 콕스모형에 비해 Log-likelihood(LL)값이 크고 AIC
와 BIC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각 변수별 계수값을 비교하면 콕스 모형과 와이블 모형의 

계수값이 비슷하고 방향성이 일치하여 모형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와이블 모형의 ln_p값을 보면 1%범위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기

저위험함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형1의 경우 p의 

값이 1.512, 모형3의 경우 1.62로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률이 증가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해석해 보면 먼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지역의 주택가격의 계수값은 임차와 마찬가지로 (-)로 나타나 첫 자녀 

출산시점에 부정적인 경향은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발생하는 출산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부채로 인한 대출부담 등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고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추측된다. 
한편, 모형3에서 나타난 주택구입시점 변수의 경우 계수값이 (-)값으

로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이를 해석해보



면 결혼 시점에는 임차였다가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결

혼 시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비해 첫 자녀 출산시기가 63.3%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을 원하는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비용과 자녀양육비용 간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을 위한 자산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임신을 미루고 있음을 추

측하게 한다. 
배우자(여성) 근로여부 변수는 모형1~모형4 모두에서 (-)의 계수값

을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하였는데 모형1
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근로를 할 경우가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

해 첫 자녀 출산 확률이 0.644배(=exp(-0.440)), 즉 약 35.6%가 낮아

첫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임차가구와 동일하게 배우자(여성)의 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높은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출산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남성) 실업여부 변수는 계수값이 (-)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도 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남성)가 실업일 경우에 첫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자산은 모형1과 모

형2의 경우 계수값이 (+)이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

타내어 순자산이 많을수록 첫 자녀 출산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첫 자녀 출산시기를 결정함

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출생순위는 가구주(남성)가 장남인 경우가 모형4를 제외하고 

5%~1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첫 자녀 출산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의 경우에는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됨에 따라 장남의 경우 

출산을 앞당기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 총소득의 경우에

는 (+)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결혼코호트의 경우 (-)를 나타내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5-6> 자가가구의 첫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요인 생존분석 결과

            분석모형

  변수명　

모형1(weibull 모델) 　　모형2(Cox 모델)

Coef. P>z Haz.
Ratio Coef. P>z Haz.

Ratio
배우자결혼연령 -0.29 0.395 0.748 -0.08 0.815 0.923
배우자결혼연령2 0.005 0.416 1.005 0.001 0.851 1.001
ln지역주택가격 -0.25 0.170 0.779 -0.272 0.137 0.762

ln총소득 0.127 0.223 1.136 0.117 0.255 1.125
배우자 근로여부(근로=1) -0.440*** 0.004 0.644 -0.466*** 0.002 0.627

순자산(천만원) 0.017** 0.010 1.017 0.015** 0.026 1.015
배우자 교육(대학이상=1) -0.075 0.675 0.928 -0.086 0.631 0.918
가구주 실업여부(실업=1) -1.042** 0.016 0.353 -0.997** 0.023 0.369

가구주 출생순위(첫째=1) 0.351** 0.029 1.42 0.290* 0.067 1.337
결혼코호트

(2009~2014=1) -0.111 0.509 0.895 -0.192 0.251 0.825
_cons 0.185 0.970 1.204
/ln_p 0.413***  
p 1.512

Log-likelihood(LL) -254.669 -886.357
LR (Chi-square) 34.49(0.000) 29.19(0.001)

AIC　 533.339 1792.713
BIC 575.056 1831.333
N 239 1827.478

***: p<0.01, **: p<0.05,  *: p<0.1 
주 : 배우자는 여성을 나타내며, 가구주는 남성을 나타냄. 



<표 5-6> 자가가구의 첫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요인 생존분석 결과-계속

             분석모형
 변수명　

모형3(weibull 모델) 　모형4(Cox모델)
Coef. P>z Haz.

Ratio Coef. P>z Haz.
Ratio

배우자결혼연령 -0.346 0.312 0.708 -0.13 0.706 0.878
배우자결혼연령2 0.006 0.334 1.006 0.002 0.743 1.002
ln지역주택가격 -0.087 0.639 0.917 -0.123 0.511 0.884
주택구입시점 -1.003*** 0.000 0.367 -0.890*** 0.000 0.411

ln총소득 0.168 0.111 1.183 0.16 0.125 1.174
배우자 근로여부(근로=1) -0.338** 0.024 0.713 -0.398*** 0.009 0.672

순자산(천만원) 0.003 0.669 1.003 0.002 0.762 1.002
배우자 교육(대학이상=1) -0.042 0.815 0.959 -0.046 0.797 0.955
가구주 실업여부(실업=1) -1.106** 0.011 0.331 -1.016** 0.022 0.362
가구주출생순위(첫째=1) 0.267* 0.096 1.306 0.206 0.195 1.228

결혼코호트
(2009~2014=1) -0.142 0.390 0.867 -0.212 0.200 0.809

_cons -0.515 0.917 0.598
/ln_p 0.482***  
p 1.62

Log-likelihood(LL) -238.474 -873.590
LR (Chi-square) 66.88(0.000) 54.73(0.000)

AIC　 502.948 1769.18
BIC 548.142 1807.421
N 239 239

***: p<0.01, **: p<0.05,  *: p<0.1 
주 : 주택구입시점 변수는 결혼시점에 임차였다가 첫 자녀 출산 전 자가로 전환한 가구=1, 
    결혼시점에서 자가인 가구=0으로 설정함.



2. 둘째 자녀 출산 분석 결과

1)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결혼시점에서부터 둘째 자녀 출산 시점까지 주택을 구입하

지 못한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둘째출산 기간에 

대한 확률은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 된다. 전체 

모형은 와이블 모형의 경우 제약모형(0블록)과 비제약(1블록) 모형의 

차이인 LR chi2값이 44.48, 콕스 모형의 경우 30.32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제약모형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고 있

다.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면 와이블 모형이 LL값이 높고 AIC와 BIC값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콕스 모형에 비해 모형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와이블 모형의 ln_p값이 1%범위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

나 기저위험함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p값이 2.091
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지역 

주택가격은 첫 자녀 출산 시점에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둘째 자녀 출

산 때까지로 임차인 가구의 경우에는 와이블 모형과 콕스 모형 모두 계

수값이 (-)로 유의수준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하

였다. 이를 해석해보면 둘째 자녀를 출산 할 때까지 임차인 경우 지역주

택가격이 10% 높을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확률이 3.74% 낮아져45) 지역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둘째자

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월세여부 변수는 (-)

45)제1절 분석모형의 설명에서 <식5-7>을 참고하면, 로그값으로 변형된 지역주택가격
은 위험률의 로그값과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정된 계수값은 탄력성을 의
미하며 추정결과는 계수값이 음(-)의 값일 경우 지역주택가격이 1% 높으면 출산확
률이 계수값의 %만큼 감소하여 출산이 늦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
가격이 10%높아지면 계수값에 10을 곱한 값의 %만큼 출산확률이 낮아 출산이 늦어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를 해석하면 Haz.Ratio 값이 약 0.255(=exp(-1.366)로 전세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74.5% 낮아 전세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큰 월세가구

의 경우 둘째 자녀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후 첫 자녀출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첫 자녀출산기간 변수는  

계수값이 (-)이며 통계적으로도 와이블 및 콕스 모형 모두에서 5%수준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결혼에서 

첫 자녀출산까지 기간이 10% 늘어날수록 둘째 자녀 출산확률이 3.09% 
낮아져 결혼이후 첫 자녀출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

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임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만혼에 따른 출산의 어려움 

또는 주택을 구입 등의 문제로 첫 자녀 출산을 연기할 경우 둘째 출산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배우자(여성) 교육수준 변수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즉, 배우

자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 출산 확률이 약 46.3%가 

낮아 둘째 자녀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여
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시간에 대한 잠재비용이(shadow cost) 
높으며, 이는 둘째 자녀 출산확률을 낮춰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여부 변수는 계수값이 (-)를 나타내고 유의수준이 낮아 둘

째 자녀시점을 늦추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외 첫 자녀출산연령, 순자산 

및 총소득, 가구주의 실업여부와 출생순위, 결혼 코호트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5-7>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요인 생존분석 결과

            분석모형

 변수명　

　weibull- PH metric 　Cox proportional Hazards

Coef. P>z Haz.
Ratio Coef. P>z Haz.

Ratio
첫 자녀출산연령 -0.022 0.477 0.978 0.008 0.797 1.008
ln지역주택가격 -0.374**  0.029 0.688 -0.322*  0.059 0.725

월세여부(월세=1) -1.366***  0.000 0.255 -0.917***  0.003 0.4
ln첫 자녀출산기간 -0.309**  0.039 0.734 -0.338**  0.018 0.713

ln총소득 0.038 0.747 1.039 0.02 0.867 1.02
배우자 근로여부 -0.331 0.109 0.718 -0.222 0.273 0.801
순자산(천만원) 0.02 0.242 1.021 0.018 0.293 1.018
배우자교육수준

(대학이상=1) -0.622***  0.001 0.537 -0.575***  0.002 0.563

가구주 실업여부(실업=1) 0.283 0.443 1.327 0.036 0.922 1.036

가구주 출생순위(첫째=1) -0.088 0.627 0.916 0.006 0.973 1.006
결혼코호트

(2009~2014=1) -0.028 0.914 0.972 -0.3 0.255 0.741
_cons -4.202***  0.001 0.015
/ln_p 0.737***  
p 2.091

Log-likelihood(LL) -175.485 -651.464
LR (Chi-square) 44.48(0.000) 30.32(0.001)

AIC　 376.97 1324.929
BIC 422.055 1363.077
N 237 237

***: p<0.01, **: p<0.05,  *: p<0.1
주 : 배우자는 여성을 나타내며, 가구주는 남성을 나타냄. 



2) 자가가구 

둘째 자녀 출산 전 자가가구의 경우에도 첫 자녀 출산과 동일하게 진

행되는데 최초 주택구입이 둘째 자녀 출산 전까지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

으로 하며, 모형은 주택구입시점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모형(모

형1, 모형2)과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한 모형(모형3, 모형4)으로 이루어

져 있다. 
우선 와이블 모형을 살펴보면 모형1의 경우 제약모형(0블록)과 비제

약(1블록) 모형의 차이인 LR chi2 값이 37.76, 모형2의 경우 32.02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제약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모형3의 경우에도 LR chi2 값이 38.62, 모형4의 경우 LR 
chi2 값이 32.2로 나타나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제약모형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1과 모형2, 모형3와 모형4를 비교하면 

와이블 모형이 콕스모형에 비해 Log-likelihood(LL)값이 크고 AIC와 BIC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각 변수별 계수값을 비교하면 콕스 모형과 와이블 모형의 계수값이 

비슷하고 방향성이 일치하여 모형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Ceteris paribus), 지역주택가격은 모형1~

모형4 모두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아 주택구입 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확인

할 수는 없었다.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 또는 주거의 안정성과 같이 출산

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부채로 인한 대출부담 등 다른 부정적

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추측된다. 더불어 첫 자

녀 출산에는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주택구입시점 또한 (-)의 계

수 값을 나타내어 첫 자녀 출산이후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출산이 늦어

지는 경향은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주택구입시기에 따른 

차이 또한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 변수의 경우에는 모형1~모형4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계수값을 나타냈다. 모형1을 중



심으로 해석하면 첫 자녀 출산연령이 1세 많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확률

이 9% 낮아져 첫 자녀출산연령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결혼연령이 높으면 첫 자녀 출산연령

이 높고 이는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결혼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첫 자녀 출산기간 또한 모형 모두에서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임차가구와 동일하게 첫 자녀 출산

을 연기하거나 출산이 늦어질 경우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1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첫 자녀 출산기간이 10% 늘어날수록 둘째 출

산확률이 2.6% 낮아져 출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6)  
경제적인 요인 중 순자산은 계수값이 (+)이며, 통계적으로 1%~5%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를 해석하면 순자산이 

1000만원 많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확률이 2.5% 높아져 둘째 자녀 출산

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일시적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가구주

(남성)의 실업여부의 경우 계수값이 (-)를 나타내며, 와이블 모형에서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둘째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통제변수로 배우자 교육수준은 대학이상이 (-)값을 나타내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와이블 모형에서는 유의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 둘째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총소득의 경우 (+)
의 계수값을, 배우자 근로여부의 경우 (-)계수값을 나타냈으며, 출생순

위 또한 (-)값을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46)제1절 분석모형의 설명에서 <식5-7>을 참고하면, 로그값으로 변형된 첫자녀출산기
간은 위험률의 로그값과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정된 계수값은 탄력성을 
의미하며 추정결과는 계수값이 음(-)의 값일 경우 첫자녀출산기간이 1% 늘어나면 
출산확률이 계수값의 %만큼 감소하여 출산이 늦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첫 
자녀출산기간이 10% 늘어나면 계수값에 10을 곱한 값의 %만큼 출산확률이 낮아 출
산이 늦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8> 자가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요인 생존분석 결과

            분석모형

변수명　

모형1(weibull 모델) 모형2(Cox 모델)

Coef. P>z Haz.
Ratio Coef. P>z Haz.

Ratio
배우자 첫 자녀 출산연령 -0.094*** 0.000 0.91 -0.088*** 0.001 0.916

ln지역주택가격 -0.068 0.689 0.935 -0.127 0.445 0.88
ln첫자녀 출산기간 -0.264** 0.020 0.768 -0.253** 0.025 0.776

ln총소득 0.053 0.664 1.055 0.085 0.493 1.088
배우자 근로여부(근로=1) -0.093 0.549 0.912 -0.078 0.613 0.925

순자산(천만원) 0.024*** 0.004 1.025 0.020** 0.019 1.02
배우자 교육(대학이상=1) -0.276 0.108 0.759 -0.204 0.234 0.816
가구주 실업여부(실업=1) -0.847* 0.097 0.429 -0.785 0.124 0.456
가구주출생순위(첫째=1) -0.041 0.793 0.96 -0.109 0.489 0.897

결혼코호트
(2009~2014=1) 0.215 0.344 1.24 0.126 0.570 1.135

_cons -3.459** 0.013 0.031
/ln_p 0.484***  
p 1.623

Log-likelihood(LL) -313.585 -965.273
LR (Chi-square) 37.76(0.000) 32.02(0.000)

AIC　 651.170 1950.547
BIC 697.082 1988.807
N 339 339

***: p<0.01, **: p<0.05,  *: p<0.1
주 : 주택구입시점 변수는 첫 자녀 출산시점에 임차였다가 둘째 자녀 출산 전 자가로 전환한 가구=1, 
    첫 자녀 출산시점에서 자가인 가구=0으로 설정함.



<표 5-8> 자가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요인 생존분석 결과-계속

           분석모형

변수명　

　　모형3(weibull 모델) 　모형4(Cox모델)
Coef. P>z Haz.

Ratio Coef. P>z Haz.
Ratio

배우자 첫 자녀 출산연령 -0.096*** 0.000 0.909 -0.089*** 0.001 0.915
ln지역주택가격 -0.05 0.767 0.951 -0.119 0.476 0.887
주택구입시점 -0.148 0.355 0.863 -0.067 0.670 0.935

ln첫자녀 출산기간 -0.268** 0.017 0.765 -0.254** 0.024 0.776
ln총소득 0.062 0.618 1.064 0.086 0.487 1.09

배우자 근로여부(근로=1) -0.065 0.680 0.937 -0.067 0.667 0.935
순자산(천만원) 0.022** 0.015 1.022 0.019** 0.036 1.019

배우자 교육(대학이상=1) -0.278 0.106 0.757 -0.204 0.235 0.816
가구주 실업여부(실업=1) -0.858* 0.093 0.424 -0.791 0.121 0.453
가구주출생순위(첫째=1) -0.035 0.823 0.965 -0.103 0.512 0.902

결혼코호트
(2009~2014=1) 0.205 0.366 1.228 0.121 0.586 1.129

_cons -3.516** 0.012 0.03
/ln_p 0.489***  
p 1.631

Log-likelihood(LL) -313.154 -965.182
LR (Chi-square) 38.62(0.000) 32.2(0.000)

AIC　 652.309 1952.365
BIC 702.047 1994.451
N 339 339

***: p<0.01, **: p<0.05,  *: p<0.1
주 : 주택구입시점 변수는 첫 자녀 출산시점에 임차였다가 둘째 자녀 출산 전 자가로 전환한 

가구=1, 첫 자녀 출산시점에서 자가인 가구=0으로 설정함.



제4절 소결

결혼 이후 지역주택가격이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첫 자녀 출산시점분석에서는 결혼~첫 자녀 출산기간(월)으

로 설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시점분석에서는 첫 자녀 출산~둘째 자녀 

출산기간(월)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첫 자녀 출산시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자녀 출산시점에서 지역주택가격은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

두 계수값이 (-)를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는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이 1.17이며 결혼한 가구의 

80%이상이 출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가격이 큰 영향을 주지

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임차가구의 경우 결혼코호트변수

의 계수값이 (-)를 나타내어 2000~2008년에 비해 이후 최근에 결혼한 

가구일수록 첫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가구 중에서도 결혼시점에서 자가인 가구의 경우에 비해 임

차였다가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출산이 상당히 늦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이 경쟁관계

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신혼가구

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자산을 축척하기 위해 첫 자녀 출산을 연기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 중 배우자(여성)의 결혼연령은 임차가구의 경우에서만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첫 자녀출산 시기가 빨라지다가 늦어져 늦은 결

혼연령에 따른 출산의 따라잡기현상이 나타났다. 배우자(여성) 근로여부 

변수는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첫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출산확률이 37.1%,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출산확률이 27.8% 낮게 

나타나 임차가구의 경우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배우자(여성)의 근

로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높여 자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지만 베



이커가 신가계경제학(New Home Economics)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

이 출산으로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출산을 늦추거나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직

된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시 재취업이 어렵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의 질이 기존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첫째 출산을 미루고 근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는 자

가가구의 경우에 비해 임차가구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외 자가가구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는 다르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

는 순자산이 많을수록 첫 자녀 출산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주

(남성)가 실업상태일수록 첫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여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출산 시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

구주(남성)가 장남인 경우 출산시점이 빨라져 주거가 안정될 경우 첫 자

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소득, 배우자

의 교육수준은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모두 첫 자녀 출산시점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둘째 자녀 출산시점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택가격은 자가가구에게는 둘째 출산시점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임차가구에게는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둘째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실질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임차가구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높은 지역주택가격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한 잠재적인 주택구입자로서 지역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주택구입자산을 

축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명의 자녀를 이미 출산

한 임차가구에게 둘째 자녀 출산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임차가구 중 전세에 비해 월세 가구의 경우도 주거안정성이 낮고 주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둘째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지고 있



었다. 
둘째,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결혼 이후 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가

구의 경우 배우자(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둘째자녀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

아져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지거나 첫 자녀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 이

후 추가자녀 출산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외 배우자(여성) 교육수준은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계수값이 

(-)를 나타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둘째 자녀 출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모두 (-)값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경향은 

보였다.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근로여부는 첫 자녀출산과 마찬가지로 교

육수준이 높거나 근로를 할 경우에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게 

나타나 '자녀의 가격(price of children)'을 높이고 이는 둘째 자녀 출산

확률을 낮추어 둘째 자녀 출산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순자산 변수의 경우 자가가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둘째 자녀 출산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많을수록 둘째 출산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또한, 가구주의 실업여부변수의 경우에도 자가가구에서 (-)값으로 

나타나 가구 내 경제적 불안정성이 둘째 자녀 출산 시기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최근 지속되고 있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은 이제 개인 혹은 가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정부를 

중심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출산율을 높

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마련의 어려

움과 주거비 부담은 결혼시기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최근 지속된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과 

월세의 가속화는 20~30대 젊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혼 및 출산 관련 연구들은 결혼 및 출산에 있어서 그동안 기

존 연구들은 주로 가구의 소득과 교육수준, 근로수준과 관련된 연구에 

중점을 두어 지역의 주택시장과 결혼 및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1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17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주택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

석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결혼 이

후 자녀의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

히 결혼 및 출산은 새로운 주거를 획득 및 구매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결혼결정에서부터 결혼이후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 시기를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로 보고 연결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지역주택가격이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자가가구와 임차

가구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주택가격과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신혼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

아져 결혼형성기인 20~30대 청년층의 신혼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고 이

는 결혼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높

은 지역주택가격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결혼연령 또한 높이고 있어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기간이 긴 여성에게 결혼은 높

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결혼연령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

성의 경우에도 소득이 높고 취업기간이 길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안정

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확보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실업상태이거나 분가가구일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결혼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분석으로 지역주택가격과 출산시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첫 자녀 출산 때까지 임차인 가구(임차가구)와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한 가구(자가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둘째의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자녀의 출산시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가구에게 지역주택가격이 첫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에 따라 첫 자녀의 출산을 

연기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임차가구라 하더라도 결혼한 가

구의 대부분이 첫 자녀를 출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높은 주택가

격이 첫 자녀 출산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째 자녀 출산시점 분석에서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주택가

격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이 임차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둘째 자

녀 출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전세에 비

해 둘째 출산 시기를 상당히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주거불안정성이 

둘째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가가구에 있어 지역주택가격은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

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가효과

(wealth effect)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자가가구 중에서 주택구입



시점에 따라 결혼시점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비해 결혼이후 주택을 구

입한 가구의 첫 자녀 출산시점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구

입비용과 자녀 양육비용이 경쟁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가가구의 경우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혼주택마련 부담으로 결혼연

령이 높아지면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이후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결혼시

기 뿐만 아니라 둘째 출산시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

어 자·차가 모두 첫 자녀 출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여부 변수의 경우에는 자·차가 모두 매우 유의미하게 첫 자

녀 출산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계수값이 

(-)를 나타내어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배우

자(여성)가 근로를 할 경우 출산으로 인한 시간과 경력단절 등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다는 점은 출산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이 단절되면 이후 재취업이 어렵고 재취업을 하더

라도 근로의 질이 기존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의 

출산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가가구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첫 자녀 및 둘째자녀 

출산시점이 빨라지며, 가구주(남성)가 실업상태인 경우 첫 자녀 및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이 늦어져 결혼연령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개인 또는 가

구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시기 뿐만 아니라 출산시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연구요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주택의 지불가능성 측면에서 장년층에 

비해 소득 및 자산이 적은 20~30대 청년층에게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혼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기자본 즉, 



목돈(downpayment)이 많이 필요한 전세라는 점유형태가 존재하고 주택

담보대출(mortgage)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높은 주택가

격은 신혼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이 축척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면 첫 자녀 출산

연령도 높아지며 이는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

체 출산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다른 여타 사회·경제 정책들과 더불어 결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주

택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매우 유의미하게 늦어진다는 

것은 지역주택가격이 출산 자녀 순위 및 점유형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명의 자녀를 출산한 임차가구

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이 요구될 수 있으며, 양육비용 중 주

거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실질적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둘째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할 수 있다. 더불어 임차가구는 잠재적인 주택구입자로서 

주택구입비용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

담과 더불어 둘째 자녀의 출산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첫 자녀를 출산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임대료) 지원과 더불어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분양전환 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자가주택 

공급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자가가구 중에서도 결혼 시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비해 결혼 시 

임차가구였다가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첫 자녀 출산시

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진다는 것은 결혼 당시 자산이 적은 임차가구의 경

우 주택을 구입 또한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축척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는 첫 자녀 출산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시기가 길어질 경우 둘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은 적으나 소득이 높은 신혼가구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주택금융상품개발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이 근로를 할 경우 자·차가 모든 가구에서 출산 시점을 늦

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

들이 요구되어진다. 주택정책적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도

록 신혼부부를 위한 영・유아 돌봄시설이 확보된 주택 공급 확대와 공동

육아 조합주택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이더라도 주택마련에 필요

한 목돈(downpayment)확보를 위해 결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택저

축과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 개발과 저리의 전월세 대출 등도 함께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시 

가장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주택의 확보와 다

양한 주거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상품 활성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

히 나이가 어린 가구의 경우 신용도 및 자산이 적을 가능성이 크므로 장

기적인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또

한 요구되어진다. 또한 자녀가 한명인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둘째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외 소득이 적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지원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병행·추진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한 연구 또는 회고적 자료에 의

존하였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실제 결혼 또는 출산이 발생하기 전 시점

에 실제 거주지역의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과 출

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출산

하지 않고 탈락된 가구들을 모두 포함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

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구 내 자

녀의 순위 및 점유형태에 따라 지역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 가장 큰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결혼한 신혼주택의 지역주택가격을 반영하기 위

해 결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개인들을 

포함하지 않은 표본은 전체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를 대표하지 못할 가능

성이 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방법 등을 통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분석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주택가격이 결혼 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인과적 

관계가 아닐 수 있다. 결혼 및 출산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

용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향후 경로모형 등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과의 간접효과 등을 측정해 보는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가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지역주택가격이 (-)계수값을 나타냈으며, 순자산 변수의 경우 (+)계수

값을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가

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부채의 절대적 양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가구의 경우에도 주택관련 대출 등의 요인에 따라서 출산이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패널의 경우 부채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주택과 관련한 별도 항목은 부재하여 이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주택대출관련 변수를 함께 분석한다면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집단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넷째, 결혼연령 및 출산의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수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시 부모

의 자산과 관련된 변수는 결혼시점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및 직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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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egional Housing Prices 

on the Age of Marriage and 

the Timing of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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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is now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confront not only individuals and 

families but also our society as a whole. There has been active 

discussions on raising the fertility rate in Korea,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in 2005, which was mainly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Although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he low fertility rate in 

Korea, the burden of housing costs and housing instability due to 

high housing prices have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factors 

that not only delay marriage but also directly discourage 

childbirth.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regional housing prices on the age of marriage and the 

timing of childbirth after marriage. The timing of marriage and 

childbirth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cess of obtaining and 

purchasing new housing servi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the 

first and second childbirth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individual household. In addition, this study has enhanced the 

rigor of analysis by conducting a survival analysis as it includes 

all censored data. For this study,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provid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PS)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newly-married households for the 

period of 2000-2014. The timing of childbirth has been analyzed 

by separating homeowners and renters, since the effect of the 

regional housing prices might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occupa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housing prices and the age of marriage,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regional housing prices, the 

higher the marriage age.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regional housing prices, the more likely it is to postpone their 

marriage. In particular, it reveals that the higher the regional 

housing prices, the higher the marriage age of both men and 

women.



Second, marriage would entail the greater opportunity cost for 

women with higher income and education levels, as well as 

longer period of employment. Therefore, the age of marriage can 

be increased due to its opportunity cost. Even for men,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income and the longer the period of 

employment, the higher the marriage age. It appears that they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until they feel secure and earn 

enough money to get married. Furthermore, those who are 

unemployed or live separately from their family tend to get 

married late in life, indicating that the current economic instability 

has been the critical factor that increases the marriage age.  

The results of the second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housing prices and the timing of childbirth 

are follows.

First, for renters, it is shown that the higher the regional 

housing prices, the much delayed childbirth for a second child,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higher regional housing price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second childbirth. In addition,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the 

timing of the second childbirth tends to be much delayed for the 

monthly renters than the Jeonse (lease with down payment) 

renters. It indicates that the higher burden of housing costs and 

housing instability affect the timing of second childbirth 

negatively. 

Second, for homeowners,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effect of the regional housing prices on the timing of the 

first and second childbirth. Therefore, no wealth effect has been 

found in this case. However,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for 

those who were the renters at the time of marriage but became 



homeowners before having their first childbirth, the timing of 

their first childbirth has been much delay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ost of buying a home and the cost of raising a child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Third, for homeowners, as the women’s age of first 

childbirth increases, the timing of the second childbirth becomes 

delayed, which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for both homeowners and renters, the longer the period of their 

first childbirth after marriage, the much delayed the timing of 

their second childbirth. It signifies that there are direct effects 

of the marriage age and the interval of the first childbirth on the 

timing of their second childbirth. 

Fourth, for both homeowners and renters, it is shown that the 

timing of first childbirth has been significantly delayed when 

women entered the workforce.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women’s labor acts as higher opportunity costs for the 

childbirth and nurturing. In the case of homeowners, as their net 

asset values increase, the time for the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has been accelerated. When the householder is 

unemployed, the timing of the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has 

been delayed, indicating that the household’s economic situation 

affects not only their marriage age but also their timing of 

childbirth.  

For such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o have less 

assets than other older age groups, a high price of housing can 

be a significant factor that leads to postpone their marriage until 

they have saved enough money to buy a house. Specifically, 

when the marriage age for women is high, it means that the 

timing of their first childbirth is also delayed. This, in turn, can 



negatively affect their second childbirth, thus lowering the 

country’s level of childbirth as a whole. There should be a set 

of aggressive policies to lower the marriage 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s they are in the marriage age, such as securing 

affordable housing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housing and 

revitalizing financial products for providing various housing 

finance loans. 

Meanwhile, given that a higher level of housing service is 

required for renters who already have a child, and the cost of 

housing in their nurturing expenses is large, high regional 

housing prices can increase the burden of their housing 

expenses. Moreover, for renters who are potential homeowners, 

if there is a high regional housing price, they would need more 

time to save enough money to buy a house, so the second 

childbirth might be a burden on them. Accordingly, there should 

be various mechanisms to ensure the supply of housings for 

renters, such as providing housing subsidies, funding financial 

support for buying a house, converting to lotting-transfer 

housings, and so on. 

Although women in all households tend to delay their 

childbirth when they enter the workforce, there should be a set 

of policies to lower their opportunity costs for giving birth. In 

the aspects of housing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ly of housings equipped with child care services for 

newly-married couples, as well as to diversify the housing 

types, such as cooperative housing for child care so that 

work-family can be compatible. 

This study, however, has som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as it has been analyzed only for married people. Also, 

marriage and childbirth are the processes that ar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and complex factors, so it may not be 

just a simple causal relationship.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consider more factors that affect the timing of the marriage and 

childbirth. 

Keywords : regional housing prices,  survival analysis, 

             housing cost burden,  the age of marriage, 

              the timing of childbirth,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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