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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세부

집단(생애단계, 경제활동상태 기 )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여성의 결혼과 출산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을 총체 인 

에서 규명하고자 하 다. 이는 기존 학문  논의와 정부의 

출산 응정책이 개개인의 욕구(needs)와 삶의 다양성에 해 

이해가 부족하 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

면에서 논의의 강 을 가진다. 먼 , 본 연구는 국가 단 에서 

합계출산율을 심으로 논의되어왔던 출생 문제를 개인 단

의 결혼·출산 의사결정과정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

구들의 경우, 거시 단 에서 출생 상을 설명하는 일반이론

들을 제시하고 국가 인구·경제 지표나 소수 국가에 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분석 단 의 

한계로 인해 국가 내 개인 단 에서 나타나는 삶의 다양성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욕구의 차이에 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결혼과 출산의 결정이 기본 으로 개인의 생애과

정에서의 선택이라는 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

세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요인을 살펴 으로써 기존 거시단  

논의가 가진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 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경제학  요인을 심으로 개인의 결혼·

출산 결정을 설명해 온 기존 미시 단  논의에서 나아가 실제 

개인 삶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가치 , 규범, 문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 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  통념이나 신가정경제학이 가지는 제 가정 등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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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 히 

유효한지에 해 궁 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으며 ‘결혼·

출산에 한 통합모형’의 제시를 통해 기존 논의를 수정·보완하

고자 하 다.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에는 가구소득, 교육수

, 경제활동상태 이 외에도 가족 가치 , 일 만족, 그리고 사회

 지원(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통합모형의 구성과정에서 본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의 

이론  논의를 검토하고 각 분야에서 논의되어왔던 변수들을 

검토하는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기존 인구학·경

제학에서 논의되어 온 요인들뿐 아니라 심리학, 가정학, 여성학 

분야의 여러 이론을 검토하여 결혼과 출산의사결정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에 한 총체 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 으

며 이때 정부 지원의 요성과 국가 역할에 해 논의함으로써 

행정학  정책학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이러한 본 연구

의 논의와 세부 분석결과들은 향후 출산 응정책의 개발  

운 의 방향에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 (1차-6차) 자료와 각 기 지

방자치단체의 산  보육시설 자료들을 통합하여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 통

합모델에 포함된 가족 가치 , 일, 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정

부 지원이 여성의 결혼의향, 출산의향  출산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여성의 교육수 과 경제활

동 참여가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다는 에

서 기존 신가정경제이론의 논의와 상이하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요인은 개인 삶의 다양성(경제활동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이를 보 고 결과변수(결혼의향, 출산의향, 출산이

행)에 따른 결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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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론  에서 인구·경제학  

요인을 심으로 결혼과 출산 결정을 설명하 던 신가정경제학 

논의에 한 비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본 연구

가 제시한 통합모형의 유용성  용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다. , 정책  에서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개인·부부의 가용

자원 증가 측면에서 결혼·출산 문제에 한 정부  사회의 책

임 공유와 사회  지원의 확 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하 고 

련 정책의 개발에 있어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과 욕구 고려가 

제되어야 함을 규명하 다.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출생 사회에 

응하는 미래 정부의 정책은 ‘국가 출산율’ 제고가 아닌 ‘청년

세 의 삶의 질과 행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

이다. 결혼과 출산이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

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선택이 다른 

삶의 역(일, 여가)과 양립 가능하다고 느낄 때, 청년들은 이를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

서 결혼·출산 결정요인에 해 살펴본 본 연구는 향후 련 이

론  논의의 확 와 수요자 기반 정책설계와 운 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주요어 : 저출생, 저출산 대응정책, 결혼, 출산, 여성, 청년세대
학  번 : 2016-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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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한국의 출생(혹은 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출산율을 낮추기 해 산아제한정책까지 실시하 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1983년에 처음 체출산율 수

(2.1명) 이하로 하락한 후 2001년부터 2020년 재까지 약 20년 동안 

출산(lowest-low) 수 인 1.3명 미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1).

출생 상은 일 이 선진국을 심으로 경험되어 온 문제이며 

재도 한국뿐 아니라 유럽, 미주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함께 당

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다(Goldstein, Sobotka & Jasilioniene 2009; 

Kohler, Billari & Ortega,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이미 오래 부터 출생 문제

를 겪어온 다른 나라들의 수 을 뛰어넘었다는 에서 특징 이며 보

다 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조사 상국인 246개

국  최하 에 해당한다(World Bank, 2020)2).

더욱 심각한 은 이러한 출생 상이 해가 지날수록  더 심

화되고 있다는 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

산율은 0.92명으로 집계되었는데(통계청, 2020a) 1명 미만의 출산율은 

1) 이견의 여지는 있으나 출생(혹은 출산)에 한 단은 합계출산율을 기 으로 한

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 되는 평균 출

생아 수를 의미하며 1.3명 미만인 경우 출산으로 본다(Longman, 2004; Kohler, 

Billari & Ortega, 2002; 2006). 최근에는 체출산율인 기존 2.1명 신 1.5명을 사회

유지의 최소 안 선(safety zone)으로 보고(McDonald, 2006)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0.10.15. Updated) (URL: https://dat

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0.12.18.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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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계작성 이래 최 치이자3)  세계 으로도 유례없는 수 이

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20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84

명인 것을 고려할 때(통계청, 2020b) 이러한 국가  추세는 쉽게 나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문제에 극 으로 응하기 해 정부는 2005년 ‘ 출산·고

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5년 단 의 ‘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왔다. ‘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생 

문제를 국가 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출산에 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

을 악하여 포 인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오민지, 2018: 8). 2018년 기  재까지 약 152.9조4)가 출산 

응 정책에 투입되었으며 3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 산을 

포함하면 15년여 동안 약 189조 이상이 최종 으로 지출될 정이다

(국회 산정책처, 2018).

정부의 많은 심과 산투입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2020년 재까지의 출산 응정책이 얼마나 실효 이었는가에 

한 평가는 회의 이다( : 출산고령사회 원회, 2019; 한국일보, 

2018-11-20). 15년 가까이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이 다 할 출산

율 제고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매해 최  출산율

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재 시행

되고 있는 제3차 출산 응정책의 성패를 단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 출산 문제가 기본 으로 개인 는 부부의 인식과 단

에 따라 결정되는(Freedman, 1979) 사 인 선택 사항이기(d’Addio & 

d’Ercole, 2005) 때문에 그 동기와 행태를 국가 단 에서 단하고 

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출산 상의 장기화가 우리나라의 인구 벽 문제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경제·사회·문화  기를 래할 것이 상되는 오늘날 국

가  차원에서 출생 응에 한 꾸 한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3) 국가통계포털 (URL: http://kosis.kr. 2020.02.18. 속)

4) 제1차 기본계획(‘06-’10)에는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11-15)에는 61.1조원이 정책에 

투입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108.4조원이 투입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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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세 차례 진행된 기본계획

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장기  출산 응정책을 생각해야 할 이 

시 에 재까지의 정책에 한 평가와 환류를 통한 본격 이고 실효

성 있는 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조선일보, 2020-01-31).

제 2  연구의 목 과 필요성

본 연구는 오늘날 여성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결혼  출산에 향

을 주는 요인들을 면 하게 살피고 이를 통합 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는 기존 출산 응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하나가 정책수요자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needs)에 한 부족한 이해

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기존에 락되거나 간과되

었던 결혼·출산 결정요인들에 한 한계를 악하고 통합  에서 

이를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세부집단(혹은 여성 개인)에 한 심층

 이해에 기반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출산 응정책은 수치 ·계량 으로 악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에만 심을 가져( 출산고령사회 원회, 2019) 도구  

에서 여성을 인식하 다는 비 을 받는다.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

가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 한민국 출산지도5)’가 표 인 다. 물

론, 기본계획이 갱신될 때마다 정책의 상과 범 가 넓어졌고, 특히 

3차 계획의 경우 청년을 정책 상에 포함하면서 개인의 삶과 생애주

기에 해 악하고자 하 다는 에서 정 이다. 그러나 이 한 

청년 해외취업 지원, SW 문인력 양성 등 백화 식 정책 제공으로 

5) 한민국출산지도(birth.korea.go.kr)는 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정보

제공하고, 지역 간 경쟁 유도를 목 으로 한 ‘지자체 출산 극복 로젝트’다. 당시 

각 지역에 거주하는 가임기여성인구수를 지자체별 순 와 함께 공개하면서 출산의 

원인을 여성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에게 출산 의무를 가하 다는 비 을 받았고 

결국 폐쇄되었다(SBS뉴스, 2016-12-29; 연합뉴스,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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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출생 극복과 계가 은 곳에 산이 쓰이고 있다는 지 이 

제기되어(주간조선, 2019-08-27) 종래에는 계획 종료를 1년 남기고 

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변경·재구조화하기에 이르 다(

출산·고령사회 원회, 2019 참고).

학문  연구들 역시 출생 상의 보편  원인을 찾는 이론  논

의를 심으로 이루어져 경험 연구가 부족하며(정성호, 2009) 경험 연

구의 경우에도 국가·지자체 수 의 논의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분석 단 로 인한 한계가 있다. 즉, 출산 응정책과 마찬가지로 거

시 단 에서 합계출산율과 같은 계량  지표에 심을 가지는 한편 

개인 단 에서 출산 주체인 여성의 다양한 삶을 고려하거나 개인의 

결혼·출산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합 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

한 것은 많지 않은 것이다. 개인을 단 로 진행된 연구들의 경우 인

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출산 결정에 한 논의를 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그 외에 여성 결혼·출산 결정에 향을  수 있는 요인에 

해서는 분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결과 으로 지 까지 출생 혹은 출산에 한 학문  인식과 정

부 정책운 은 결혼·출산의 주체나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논의되기보

다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민국정부, 

2009).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정책수용성과 정책효과를 담보

할 수 없을 것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응정책의 가장 요한 정책 상이자 출산의 

1차  주체인 여성을 상으로 여성 개개인의 삶에 심을 가진 논의

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학문  에서 개인의 결혼  출산 선

택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한 통합 인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출생 상에 한 기존의 선행 연구과 기존 정책의 한

계는 무엇이며 향후 출생 사회에 응하기 해 어떠한 노력과 사

회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 으로써 정책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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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범 와 방법

1. 연구의 상과 범

본 연구의 연구 상은 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미

만의 여성이다. 연구 상을 20-40  청년 여성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1) 출산의 가장 직 인 주체가 여성이며 2)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청년층 여성 삶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연령 기 의 경

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으로 합계출산율(TFR) 등 출산에 한 

지표를 산정할 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기  나이를 15세에

서 49세 사이로 단하고 있다는 (OECD, 2019; 통계청, 2019)을 고

려하 다. 다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2차 데이터의 연구 상과 실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 49세 이

하의 청년들(2040세 )을 상으로 연령 범 를 최종결정하 다.

연구의 공간  범 는 한민국이다. 보다 구체 으로, 2005년 인구

주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기 으로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내 가구

를 기 으로 공간  범 가 산정되었으며 이때 군 나 교도소 등 시

설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본 연구의 표면 인 시간  범 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이

다. 이는 본 연구가 사용하는 세 가지 자료인 지방재정연감과 통계청 

자료 그리고 1~6차 여성가족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의 가용 범 (기 년도)를 기 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패  자료의 문항 구성이 응답자 개개인의 생애 기간

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의 이론  논의 역시 결혼  출

산에 한 많은 문헌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의 



- 6 -

실질 인 시간  범 는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 개개인의 삶에 심을 가지며 다양한 여성의 삶을 

유형화하고 삶의 모양에 따라 결혼  출산에 향을 주는 결정요인

을 총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론 으로만 논의되어 왔거

나 학문 간 제한 ·분 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실증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개인 수 의 패  조사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수 의 연

도별 자료들을 병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6차년도 여성가족패 조사 자료(2007년-2016

년)와 해당 시기의 지방자치단체별 출산 지원 노력과 보육 인 라 지

원 환경을 단하기 한 출산 련 산자료(출처: 지방재정통감)

와 보육시설 수(출처: 통계청)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

고 종단연구를 실시하 다.

제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 제 2장 ‘결

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와 출산 응정책’에서는 오늘날 여성의 삶에

서 결혼과 출산의 의미 변화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제 1 ) 

출산 응정책의 황과 문제 (제 2 )에 해 논의함으로써 지 까

지 정부의 정책운 이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에 히 응하고 있는

지에 해 논의할 것이다.

제 3장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결혼과 출산 의사결정에서 반



- 7 -

되어야 할 새로운   요인들을 통합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

시할 것이다. 구체 으로, 제 1 에서는 국가 간 비교나 일반이론제시

에 주된 목 을 두었던 기존 거시단  연구들을 소개하고 논의의 한

계에 해 설명할 것이다. 제 2 에서는 아직까지 한정 으로 논의되

고 있는 개인 단  연구의 동향과 한계에 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미시단  연구의 이론  기반이 되어온 신가정경제학 

이론들을 비 으로 검토하고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의 변화 하

에서 요해지고 있는 가족 가치 , 사회  지원 그리고 개인 삶의 

다양성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해 논의할 것이다. , 이러

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통합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제 3 과 제 4 에서는 앞선 논의들과 여러 유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에 기반하여 미혼여성의 결혼의

향과(제 3 )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출산이행(제 4 )에 한 가설

을 도출할 것이다.

제 4장 ‘연구방법’의 경우 구체 인 연구모형(제 1 )과 분석 상  

자료(제 2 ), 그리고 변수 조작화  측정문항(제 3 )에 해 설명

할 것이다. 제 5장 ‘분석  결과논의’에서는 앞서 제시한 통합모델의 

요인들과 개인 삶의 다양성 요인을 반 하여 실시한 다양한 조합의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설할 것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 장인 제 6장 ‘결론  시사 ’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총체 으로 살펴보고(제 1 ) 본 연구의 반 인 함의와 

시사 (제 2 )을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언

하고 련하여 후속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언(제 3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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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와 출산 

응정책

제 1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

1. 여성 삶에서 결혼·출산의 의미 변화

우리나라는 로부터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통과의례이자 가장 

요한 의무로 강조해왔다. 유교주의 통 아래 결혼은 인륜지 사(人倫

之大事)라 할 만큼 생의 가장 큰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결혼  출산

을 통해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회  

규범이자 개인의 사명(call)처럼 생각한 것이다(이삼식, 2006). 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 심  규범에 통 인 성 역할 규범이 더해지면

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 인 의무와 역할

로 여겨져 왔다. 즉, 남성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장(bread earner)의 

역할을 맡는 한편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여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출산에 따르는 책임과 돌  의무 역시 엄마이자 

아내 개인 혹은 가구 내 여성들의 책임으로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근 화(modernization)·산업화(industrialization) 이후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6)이라는 인

6) 련하여 Cherlin(2004)은 지난 몇십 년간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미국의 결혼

(American Marriage)이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는 사회규범(social norm) 

약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언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제도  결혼에서 개인 선택을 

강조하는 결혼으로의 환이 포함된다. Cherlin(2004: 853)에 따르면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청년들은 사회 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socially valued) 역할( : 충실한 

배우자, 좋은 부모)을 좇기 보다는 배우자(partner)를 통해 개개인의 성장과 깊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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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강해졌다(권소  외, 2017; 김은정, 2018).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향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이나 사회규범보다 개인의 독자 인 

삶이 요해졌고 삶에 있어 일과 여가의 비 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개개인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나아가 여권

신장과 공교육 발달로 여성의 학력 수 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

해지면서(McDonald, 2006) 여성의 자아실 이나 직업 유지 욕구도 증

가하 다. 과거 여성의 삶이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로 한정되었다면 

오늘날 여성 삶의 모습과 역할은 매우 다양해지고 변화한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청년세 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

상 필수  문제도 매력 인 유인도 아니다(박수미, 2005). 특히, 여성

의 경우 기혼 여부나 자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나 여가활동 등 

삶의 양식이 더 크게 바 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여성의 희생이나 

손해로 생각하며 실제로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7) 실제로도 

과거 여성들이 성인기 부분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보냈다면 오

늘날 여성 생애과정에서 출산과 육아가 차지하는 비 과 시간 사용은 

상 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17). 이

에 결혼과 출산에 한 논의에 있어 변화하는 청년세 의 가치 을 

고려한 근방식의 환이 필요해 보인다.

감을 얻길 바란다. 우리나라 유배우 출산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에 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의 향력이 상 으로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혼 

련 사회규범의 약화(개인 선택 강화)나 결혼을 통해 추구하는 바의 변화에 해서

는 미국의 변화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b)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고 자녀가 ‘없어도 무 하다’는 응답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남성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를 이유’로 들었으나 여성은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를 가

장 많이 꼽아 결혼과 출산에 한 여성의 부정 인 인식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

혼여성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행복

과 조화를 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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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책임에서 국가·사회 책임으로

출산을 오로지 개인의 삶의 과정(life course)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개인 선택  하나로 간주하고(Kohler, Billari & Ortega, 2002; 

d’Addio & d’Ercole 2005) 이러한 개인 선택을 존 한다면 출생 

상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

원에서 출생 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

속과 연결되면서, 출생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극

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 사안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출생 상은 개인  부부에게는 더 나은 삶을 한 의사결정 결과일 

수 있으나 국가와 사회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출산 상의 심화는 사  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결혼과 출산,  

육아와 돌 이 공  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여성 혹은 부부의 의무와 책임으로 여겨졌던 출산과 양육이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책임을 함께하는 

사안이 된 것이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개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인생의 숙제가 아니며,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여성 

고유의 역할이나 여성의 인생 체로 변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나 사회는 출산하지 않는 부부나 여성 개인에게 출

생 상의 책임을 가하기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

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극 으로 찾아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이러한 에서 사회  지원(social support) 강화는 결혼·출산의 

의미와 책임 변화에 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출산으로 인

한 비용과 부담을 개인 차원에서 모두 감당하도록 하기보다는 사회  

지원을 통해 여성 혹은 부부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내 혹은 엄마

의 역할과 희생을 강조하는 통  가치 에서 벗어나 남편이 가사와 

돌  노동(family or care work)을 극 으로 분담하고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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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를 포함한 타인이나, 직장(조직), 그리고 정부 등 국가와 사

회가 공조하여 책임을 나 고 하나의 사회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결

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이 부담 우려와 역할갈등을 완화하는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8). 

3. 출산율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과 출산은 청년들에게 의무나 인생의 

필수과제가 아닌 자신의 경제활동이나 행복추구를 해 선택하는 결

정의 상이 되었다(김태헌, 2005). 이러한 결혼·출산에 한 청년세

의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규범이나 당  필요성을 강조하면

서 사회 재생산을 독려하는 하향식(top-down) 근방식은 오늘날 특

별한 효과를 보기 어려워 보인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선택사항  하나

라면, 개인의 생애이행단계에서 결혼과 출산이 선택되기 해서는 결

혼과 출산의 과정이 개인의 행복을 한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

혼과 출산·양육이 개개인의 삶과 자아실 에 요한 일이라고 느끼고 

실제로도 결혼·출산·양육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면 

청년들은 기꺼이 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정성호, 2009). 유사한 

맥락에서 재 스스로 행복하지 않거나 결혼 후의 삶이 행복하지 않

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혹은 미래 부모로서 내 자녀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9).

결과 으로, 출산에 응하는 국가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합계출

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아이 낳는 삶이 여성 혹은 부부의 행복으로 

8) 물론,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한 국가 차원의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공공부문 등을 제외한 직장 역에서의 일·가정양립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 내 가사와 육아노동에 한 사회 반 인 문화와 분 기는 성규

범 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더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2010년  이후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된 ‘헬(hell)조선’, ‘삼포(三抛)세 ’ 혹은 ‘N

포세 ’ 와 같은 신조어들은 오늘날 청년들이 당면한 실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가

족형성의(연애·결혼·출산) 포기를 유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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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인다. 이러한 정책목표에는 개인 삶의 다양성 존 과 행복추구의 보

장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출생 사회에 응하는 국

가의 역할 역시 사회 재생산에 한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개인에게 

독려하거나 책임지우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청년 

자신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한 결정이 곧 아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에 한 개개인의 목 과 효용함수를 일치

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결정이 일이나 여가 등 다른 삶의 모

양과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사회의 이러한 지

원은 개인 의사결정에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2년여 남긴 2019년 2월 ‘3차 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안(수정안)을 발표하여 국가 출산 응정

책의 정책목표와 근방법의 변화를 선언하 다( 출산·고령사회 원

회, 2019). 재구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합계출산율 1.5라는 종 의 정

책목표를 폐기하 다. 출산고령사회 원회 부 원장은 련 인터뷰

에서 이와 같은 정책목표의 변경을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환하는 첫걸음”이라 설명하면서 향후 “2040세 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 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

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

을 둘 것이라고 설명하 다(연합뉴스, 2018-07-05).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속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출산율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의미 없을 것이라는 단의 결과이나(연합뉴스, 

2018-07-05) 종 의 출산율·출생아 수 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2040

세 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 다는 에서 매우 환 인 변화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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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와 더불어, 2018년을 기 으로 ‘ 출산’이라는 단어 사용이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고

려하여 ‘ 출산’ 신 ‘ 출생’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

나고 있으며 실제 정부나 국회의원 발언 는 법률안 발의 등을 통해 

이들 주장이 일정 부분 반 되는 추세다( : 매일경제, 2020-06-08; 

세계일보, 2020-06-12). 이러한 시도는 모성을 도구화하는 기존의 잘

못된 편견과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에서 정 이라 할 것이다. 그

러나 출산(出産)과 출생(出生)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차이를 고려할 

때, 출산은 출생이라는 단어로 완 히 체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하며 마찬가지로 정책 인 입장에서도 여성 한 명의 선택에 맞춘 정

책과 태어난 아이 수에 기반한 정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아시아 

경제, 2020-02-13) 단어의 세세한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10).

10) 본 연구 역시 련 단어 사용에 있어 신 한 근을 할 것이다. 이에 출생 련 인

구문제의 반  상을 통칭하는 경우는 ‘ 출생 상 는 출생 문제’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기존 정책이나 선행연구의 용어들은 쓰여진 그 로 혹은 용례에 맞게 ‘ 출

산의 원인’ 혹은 ‘ 출산 상’ 등의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다수 기존연구들

이 출생율(birth rate)이 아닌 합계출산율(fertility)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

문이며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측정방식 차이에 따른 과 결과 차이를 간과하

기 어렵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한, 본 연구의 경우 개인 단  연구로 여성 개인

을 조사 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심이 ‘여성의 결혼과 여성의 출산 선택’에 있다. 

여기서 여성의 출산 선택은 여성의 출생과는 체할 수 없는 의미 차이가 있다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단어 사용은 여성에게 인구문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보다

기존 정책방향 향후 정책방향

정책목표 출산율·출생아 수 2040세  삶의 질

주요 상 육아기 부모/ 소득층
청년, 아동, 여성행복, 서민, 

산층

추진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국가주도 인식개선

제도·구조개

→개인의 합리  선택

정책주안 보육 주거, 워라벨, 모든출생존

실천 략 새로운 제도 도입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출처: 한민국정책 리핑(UR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

o?newsId=148867671. 2020.03.09. 속) 수정

[표 2-1] 정책 변화 방향(2018.7.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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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에서 논의한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응하는 정책 

변화 필요성에 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결혼·출산의 의미 변화다. 오늘날 청년세 의 삶에 있어 결혼

과 출산의 의미는 기성세 의 그것과는 다르다. 과거에 결혼·출산이 

일정 나이가 되면 꼭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오늘날 청년세 에게 가

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일과 여가 등 다른 삶의 역과 

공존하며 합리 으로 계획되는 개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에 가깝다. 특

히, 여성의 경우 과거와 달리 삶에서 출산과 육아가 차지하는 비 이 

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여성 삶의 다양화와도 련이 있

을 것이다. 가족 형성은 청년세 에게도 여 히 요한 인생의 결정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청년세 에게 결

혼과 출산이 인생의 근원  목표이거나 통과의례가 아닌 개인의 상황

이나 가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개개인의 생애단계에서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은, 자원 제공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가·사회 반의 사회  지원

(social support)이 증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의 합리  결정이 

국가·사회 차원의 출생 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면, 이는 결혼·출산 문제가 개인이나 

가족 단 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공조하고 함께 책임을 분배

해야 할 사안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외벌이 심의 가

족 제도에서는 가정 내 가사  육아 노동의 주체가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었을지라도 여러 여성 가족 구성원이 육아와 보육역할을 분담

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 인 가족 형태(핵가

족화, 맞벌이 증가)를 고려할 때, 가정 내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보육

는 개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에 맞춘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임을 미리 밝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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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를 담하는 것은 여성에게 지나치게 많은 역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과도한 

역할 부담과 물 ·심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완화해주는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 반이 사회  지원11)을 통해 의사결정의 폭을 넓  주

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루어볼 때 앞으로의 출산 응정책은 청년세

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존 하는 방

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방향성과 수단의 측면에서도 특

정 합계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고 홍보와 교육, 혹은 경각심 제고를 통

해 이를 독려하는 정부 주도의 규범  근방식은 효과성도 미비할 

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선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즉, 이례 인 심각한 출생 실에 응하는 

국가의 정책목표는 특정 수 의 합계출산율이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의 

선택이 청년세 의 자아실 과 행복한 삶의 에 기여하는 한편, 

비자발 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사회 반의 

구조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 까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된 련 연구들과 

출생 상에 응하는 국가의 정책 기조가 앞서 언 한 최근의 결혼·

출산 패러다임 변화를 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한 문제의식을 가진다. 이하의 에서는 정확한 문제 진단을 해 

지 까지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응정책 황과 문제

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히 행 출산 

응정책이 오늘날의 결혼·출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히 인식하고 

정책에 반 해왔는지 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11) 이러한 사회  지원에는 가정 내 남편과 남편 외 타인을 통한 지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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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출산 응정책의 황과 문제

1. 앙정부의 출산 응정책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 응정책의 경우 

한국이 출산 국가로 진입하면서 2001년부터 본격 으로 수립·집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5년에는 출산·고령사회에 응하기 

한 「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출산·고령사회 원회

가 출범하 으며 2006년부터는 5년 단 의 기 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들이 수립·운 되어 오고 있다. 2020년은 제3차 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16-’20)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 출산·고령사회기본법」12)은 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

가 발 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 「 출산·고령사

회기본법」은 ·장기  의 종합  인구정책인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기본계획은 1) 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각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과제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법제처 홈페이지. (URL: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

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

D%9A%8C%EA%B8%B0%EB%B3%B8%EB%B2%95#undefined. 속일자: 2020.0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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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제1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소득 가정을 주요 정책 상으로 삼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1차 기본계획은 1) 출산·양육

의 사회  책임 강화, 2) 일·가정 양립 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3) 가족

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에 한 96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계부처합동, 2006; 한민국정부, 2011). 1차 계획의 추진 방향에는 

일·가정 양립이나 양성평등 문화와 같은 여러 내용을 포 하고 있으

나 실제 으로는 소득 가정을 상으로 한정 으로 운 된 정부 주

도의 계획으로 평가된다( 한민국정부, 2009). , 1차 계획은 국가 

출생 상에 응하는 기 인구정책으로 출산·고령사회 응을 

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 다는 에서 정 이지만 경제  요인에

만 치 하여 정책 상과 범 가 제한 이라는 비 을 받았다. 즉, 

소득 가정의 보육비 지원 등 경제  요인에 치 하여 정책 수요가 높

은 맞벌이 가정 등에 한 고려가 부족하 고 종합 인 처방을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한민국정부, 2011: 19).

2차 기본계획(‘11-’15)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주요 정책 

상으로 포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이는 1차 계

획에서 한계로 제시되었던, 한정된 정책 상으로 인한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2차 계획 역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고 구체 으로는 진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하 다는 

에서 기존 1차 계획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 으로 

1) 일·가정 양립 활성화, 2) 결혼과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 3) 

아동·청소년이 안 하고 건 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세 

개 정책 방향에 95개 과제가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한민국정부, 

2011). 2차 기본계획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정책 상으로 포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 다는 과 소득 가정에서 산층 이상

으로 상의 폭을 확 하 다는 에서 정 이나 여 히 출산과 양

육에만 심을 가진다는 ,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가 주된 정책 수

혜 상이 되었다는 에서 정책의 상과 범 에 한계가 있다.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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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추진방식에 있어 범사회  정책 공조를 시도하 으나 실질 으

로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는 부족한 채 정부 주도의 선언  정책

운 이 이루어졌다는 에서 아쉬움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1, 2차 기본계획의 정책 상이 기혼가정(특히 유자녀 가정)을 

주된 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혼지원정책의 경우 2차 기본계획까

지는 매우 한정 인 수 에서 논의되어 왔다.13) 1-2차 기본계획에 포

함된 결혼지원정책은 주로 소득(혹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한 주

거정책을 심으로 제공되어 왔다. 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를 한 

보 자리 주택 확 , 학생 부부를 한 기숙사 확 , 유자녀 역병 

상근 비역 편입 혜택 제공 등이 그 다( 한민국정부, 2011). 결혼

지원정책은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를 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에

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세 의 결혼의향이나 의사결정에 향을 주

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민국정부(2016: 26) 역시 

기존 1, 2차 기본계획이 결혼에 한 인식이나 문화 개선에는 소극

인 한편 신혼부부 세자  출과 주택공 에 한정된 정책을 운용해

온 을 한계로 지 하며 향후 결혼지원정책이 비용 심 지원에서 

사회 인식변화 심으로 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13) 제3차 계획 이 에 미혼자를 상으로 진행된 표 인 결혼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

체 단 에서 실시된 농  지역 결혼장려사업( :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이 있

다.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는 2006년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시·도 단  지방자

치단체를 심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농  총각 장가보내기 로젝트’로도 불린

다. 이 제도를 통해 농어  지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미혼 남성(만 35세 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결혼비용의 일정 부분을 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미혼자를 상으로 한 결혼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지역과 

상에 한정된 논의이며 역시 비용 심지원이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주요 상 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 역 보육지원 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  근

추진방식 정부 주도 범사회  정책공조

출처: 한민국정부(2011: 22) 제2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최종) 재구성

[표 2-2] 제1·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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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획들의 한계 을 고려할 때, 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기본

계획(‘16-’20)은 출산과 양육에 편 된 심을 가졌던 종 의 출산 

응정책에서 나아가 개인 생애이행단계(결혼 , 결혼 후 첫 자녀 출

산 , 결혼 후 둘째 자녀 출산 )에 심을 가졌다는 에서 크게 

구분된다. 3차 기본계획은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청년고용  주거안정, 결혼 친화 분 기, 교육개  등 사회구조

의 문제에 응하고 출산 친화 인 사회 분 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되

었다( 한민국정부, 2015). 정부는 기존 1, 2차 기본계획들을 미시 ·

상  근으로 보고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 상에 응하는 

종합 ·구조  근을 시도하고자 하 다( 한민국정부, 2015: 37).

제3차 계획은 정책 상  범 에 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는 

에서 특징 이다. 정책 상의 경우 정책 상을 청년세 (2040)로 확

하 고, 정책의 범  한 종래 기혼자 심 출산 응방식에서 

나아가 노동시장, 교육, 사회구조와 문화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하도록 확장한 것이다.14)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3차 기본

계획은 백화 식 정책 제공으로 출산과 계가 많지 않은 곳에 산

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세  고용 활성

화를 목 으로 추진된 ‘청년 해외 취업 지원’, ‘SW 문 인력 양성’ 

등의 세부정책들이 하나의 다. 3차 기본계획의 성패 여부를 가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최근 정부는 3차 기본계획 종료를 

한 해 앞둔 2019년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정·제시한 바 있

다( 출산·고령사회 원회, 2019).

산의 규모 측면에서, 제1차 기본계획(‘06-’10)에는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11-15)에는 61.1조원이 정책에 투입되었다. 재 진행되고 

있는 3차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108.4조원이 투입될 정이며 기

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15년 동안 약 189조 이상이 최종 집

행될 정이다(국회 산정책처, 2018).

14)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합계출산율 1.5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청년 일자리  주거지

원 확 를 통한 연령별 결혼율 약 10%확 라는 목표 역시 제시한 바 있다( 한민국

정부, 201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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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응정책

우리나라의 출산 응정책은 앙정부를 심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출산 응정책이 수

행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국회 산정책처, 2018). 그러나 출산·

고령화 상의 심각성이나 인구 벽의 실화 정도가 지역에 따라 차

별 으로 나타나면서15) 지자체별 특성과 실정에 맞는 출산 응정

책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 역시 시도  시군

구 단 별로 련 지표를 공개하고 「정부24(www.gov.kr)」등을 통

해 자치단체별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8; 2019)에 따르면 2019년 기  역  기 지방자

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은 총 1,784개이다. 이들 정책은 생애주기에 따

라 결혼( ), 결혼, 임신( ), 임신, 출산, 육아, 가족의 7개 분야로 구

분된다. 총 1,784개 정책  출산에 한 정책은 666건, 육아에 한 

정책은 504건, 임신에 한 정책은 307건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다(17개 역  시·도청, 2019; 보건복지부 2019 재인용). 이

는 재 운 되는 정책(제3차 계획)들이 많은 부분 출산과 육아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한 사업에 주된 

심을 보이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 인 특성

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역 혹은 기 자치

단체마다 출산지원정책의 수와 지원유형, 산의 규모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16) ‘출산지원  정책’을 로 들면 다음과 같다. 출산지원

 정책은 가장 표 인 기 자치단체 단  출산장려정책인 동시에 

15)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 해남군(1.89명)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악구(0.60명)이다(통계청, 2020-02-26). 

16) 이에 학문 으로도 출산장려  등 지자체별 정책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에 한 

논의가 기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꾸 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 최상 ·이명석, 

2013; 허만형·이정철, 2011; 이석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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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방자치단체 간 특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기 자치단체별로 정책의 도입 여부와 도입 시 지 상  지원액 

범 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기  체 226개 기

자치단체  인천, , 구 등을 제외한 216개 지역에서 출산지

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첫째 자녀에게도 지원 을 제공하

는 기 자치단체는 158곳( 체의 69.9%)으로 지원  도입  지

상에 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17) 지원  액수의 경우 출생순

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  3,000만 원까지 출산장려 을 지 하

고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출산지원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곳까지 고려한다면 자녀수에 따라 최  3,000만 

원의 차이가 기 자치단체에 따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기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출산 응정

책의 비 은 향후 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개 역  시도

청(2018; 2019)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 지방자치단체 수 의 출산

응 정책의 산 규모는 2019년 기  약 3,276억 원으로 약 2,506억

이었던 2018년과 약 2,109억이었던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보건복지부, 2018; 2019: 65). 이는 향후 앙정부 심의 

일원화된 출산장려정책이 기 자치단체 단 별 차별화된 출산장려정

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국가 출생 문제는 앙정

부 차원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더 가까이 당면하

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출생 상의 원인이나 심

각성 정도는 지역마다, 특히, 도시의 규모나 기반 산업에 따라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들이 확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역시 기본계획 시행에 있어 

지역의 주도  역할의 요성을 추진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한민국정

부, 2015: 35).

17) 같은 서울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6개 자치구에서는 첫째 자녀에게 출산장려

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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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출산 응정책의 한계

지 까지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운 되어 온 우리나

라 출산 응정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주요 정책 상  정책 역의 한계다. 정부는 지 까지 출

산 응정책을 통해 출산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종

합 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러나 (특히) 1,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정책 상과 정책 범 가 특정계층과 분야에 편 되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어( 한민국정부, 2011: 19) 이에 한 한계가 존재한다. 세부정

책과제 선정에 하여도 기존 정책들은 육아보육비 지원이나 출산장

려  지원 등 경제  요인 주의 진단과 처방을 하 다는 평가를 받

는다. 제3차 계획의 경우 이 의 기본계획이 가졌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정책 상을 체 청년세 (2040)로 확장하고 정책 역 면에서도 

출산뿐 아니라 취업과 결혼 문제를 포함하는 등 향 인 변화를 꾀

하 으나( 한민국정부, 2015) 도리어 출산과 상 계가 무 약하고 

먼 내용을 범 하게 포함하고 있어 효과 이지 못했다는 비 을 받

고 있다( : 주간조선, 2019-08-27). 이에 향후 정책 상과 역에 

한 더 많은 고민과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정책목표의 한계다. 3차 기본계획을 포함한 모든 기본계획은 

국가 출산율의 양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어 ‘합계출산율’이라는 

계량  수치 증진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 다( 출산고령사회 원회, 

2019). 이에 수요자 심의 정책형성 노력은 부족하 으며, 유사한 맥

락에서,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도구  에서 인식하고 결혼·출산을 

국가의 당  측면에서 독려한다거나 사회 재생산의 공공재성을 강

조하여 출산율 감소의 책임을 개인과 부부에 가하려는 태도가 유추

된다는(장경섭, 2011; 이철희, 2018) 비  역시 받는 실정이다. 3차 기

본계획의 경우 생애이행단계를 기 으로 각 시기에 따라 필요한 정책

들을 제시하고자 하 으나 여 히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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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1.5’라는 수치  근에 머물러 있다는 과 아직까지 개

인 단 에서 개개인의 상황  다양성과 특성에 따른 정책  고려는 

부족하다는 에서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정책운 으로 여 히 범사회  공조 분

기 형성이 부족하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출산·양육에 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를 천명하 으나( 한민국정

부, 2015: 18) 아직까지 지역사회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극 인 참

여는 부족해 선언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렵다.18) 

물론, 가정에서의 역할 분배가 균형 으로 변하고 있고, 이른바 가족

친화인증기업19)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마을공동체 발

달과 함께 공동육아 등 함께하는 육아·보육시스템의 구축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의 가사·육아 노동 시간과 경력단  실태를 

고려할 때 남편(가족) 책임, 지역사회의 책임, 직장(민간) 역의 일·

가정 양립지원은 아직까지 효과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

며20) 향후 더 극 인 사회 반의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18) 실제「근로기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등을 통해 

출산 휴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난임치료휴

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노동부(2019)의 ‘2018년 기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117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상으로 조사하 을 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출산 후

휴가제도 조차도 ‘필요한 사람이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잘 알고 있다는 인사담당자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42.7% 수 이었다. 한, 실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체는 체 응답자  2.6%

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장소 조정에 해서는 아직까지 부정  응답이(약

65.4%) 정  응답(약 34.6%)에 비해 많았다. 이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 할

지라도 실제 민간부문의 극 인 참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19) 여상가족부장 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으로 운 하는 기업  공공기 에 해 심

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일련의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가족친화지원

사업 홈페이지(URL: https://www.ffsb.kr/. 2020.09.22. 속) 참고).

20) 출산 응정책의 한계들은 3차 기본계획으로 오면서 환 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에서 정 이다. 3차 출산 응정책이 재진행형임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3차 계획의 성패에 한 단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 기본 으로 개인 

의사결정에 기반하는 결혼·출산 문제의 경우 국가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 어렵다는 

에서 난제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출산 응정책이 사

람이 아닌 수치(출산율)에 기반한 논의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비교  분명해 보이

며 이에 한 더 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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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우리나라가 출산 국가로 진입하면서 2006년부터 정부는 출산율 

회복과 인구안정을 목표로 세 차례의 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운

해왔다. 그러나 막 한 산투자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들은 기 한 

효과를 보 다고 단하기 어렵다. 물론 1, 2, 3차로 기본계획이 진행

될수록 고무 인 변화가 있었고 특히 3차 기본계획의 경우 개개인의 

삶의 에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는 에서 매우 정 이다. 

하지만, 여 히 국가 주도로 정책이 운 되고 있다는 ,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삶의 방식과 특성을 반 하지 못하 다는 은 아쉽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합계출산율 증가를 정책의 목표로 삼고 양 ·기

술  근을 하는 방식은 여러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에서 주

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방식의 오류로 인해 자칫 여성 

혹은 청년을 출산을 한 도구로 취 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21).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책설계자 에서 국가

(지자체) 내 합계출산율이나 가임여성 수는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책성과 혹은 가용한 기본 자료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숫자로 표 되는 수치 안에는 수많은 여성 개인의 가치 과 상황, 그

리고 삶의 과정 내 의사결정 결과가 담겨있음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 단  논의에만 집 하거나 오늘날 개인의 인식체

계변화를 간과하는 등 개별 정책수요자의 삶과 행태를 고려하지 않는 

21) 유사한 에서 장경섭(2011: 16)은 출생 문제를 인구 정책  증요법( 症療法)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책  실성과 정치  규범성 측면에서 문제 되는 국

가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출생문제가 ‘인구유지’라는 기술  이 아닌 ‘개인

의 삶 보장’이라는 윤리  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한, 그는 

사회문제(인구 불균형, 노년 세  부양) 해결을 이유로 사회  재생산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하여  자신의 출산이 결과 으로 미래 자녀세 에게 국가·

사회  희생(부양)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윤리 딜 마를 유

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 다(장경섭, 2011: 16).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재의 출

산 정책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는 비 과 함께 출산

율 목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철희, 201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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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 은 정책수용도 면에서도 효과성 면에서도 소기의 목 을 달

성하기 어렵다.

약 20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1, 2, 3차 출산 응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정책들은 앞서 살펴본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

화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

존 출산 응정책의 실패를 정책환경 변화에 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상에 한 세 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정책목표, 상  수단 

선정의 미흡함으로 단하고, 결혼·출산 패러다임 환에 응한 출

산 응정책  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의 장에서는 여러 학문 역의 포 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련 논의들의 황과 한계에 하여 논의할 것이다. , 기존 선행연

구가 가진 공백을 보완하기 해, 보다 체계 이고 통합 인 을 

반 한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정책수요

자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needs)에 한 이해가 부족하 던 기존 

출산 응정책의 한계에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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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분석틀

제 1  선행연구 검토

1. 출산의 개념  정의

한 국가의 출산 혹은 출생 황에 해 설명하는 지표는 출생아 수, 

조출생율, 합계출산율 등이 있으나, 국가 출산( 출생) 상의 단

과 련 논의에 있어서는  세계 으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as: TFR) 지표를 기 으로 사용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코호트

(cohort) 합계출산율로 여성 1명이 특정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

으로 기 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견의 여지는 있겠으나 

통상 으로 합계출산율 2.1명은 국가가 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한 

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 수 으로(UN, 2017) 출산의 

기 이 되며 이보다 낮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은 (超) 출산 수

에 해당한다(Teitelbaum, Winter & Longman, 2004; Kohler, Billari 

& Ortega, 2002; 2006). 최근에는 체출산율로 규정되는 기존 2.1명 

신 합계출산율 1.5명을 사회 유지의 최소 안 선(safety zone)으로 

보고 논의의 기 으로 삼기도 한다(McDonald, 2006).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까지 6명  이상을 유지하 으나 

이후 꾸 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  통계 작성년도

인 1970년을 기 으로 볼 때 4.53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 체출산율 수 인 2.1명 로 하락한 이후 한 번도 체

출산율 수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출산 수 인 1.3명으로 출산율이 하락한 2001년 이후부터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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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출산 상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며 이는 국가 으로도  세계

으로도 가장 낮은 수 이다(통계청, 2020a). 

다른 체 지표들인 출생아 수나 조출생율(Crude Birth Rate: CBR)

을 기 으로 국가의 출생 문제를 설명하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의 경우 1970년에는 100만 명 이상이었으나 

재는 약 30만 명 에 불과하다. 인구 비 출생을 의미하는 조출생

률 역시 2019년 기  6.4명으로 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출생 

상은 시간이 갈수록 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 자

료에 따르면 2020년인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가 상

된다( 앙일보, 2020-02-26).

출생 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개발도상국  선진국

들이 공통 으로 경험하는 상이기도 하다(Goldstein, Sobokka & 

Jasilioniene, 2009; Kohler, Billari & Ortega, 2002). , 한 나라의 출

산율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특성을 반 하기 때문에 국가

별로 높고 낮음을 일 으로 단하기는 어렵다(오민지, 2018). 다만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 국가의 출산율이 상 으로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에 한 단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련하여 세계

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이 각 국가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연

(단 : 가임여성 1명당 명, 천명, 인구 1천명 당 명)

구분 1970 1983 2001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출산율 4.53 2.06 1.30 1.23 1.17 1.05 0.97 0.92

출생아 수 1,007 769 560 438 406 358 327 303

조출생율 31.2 19.3 11.7 8.6 7.9 7.0 6.4 5.9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출생아 수= 체출생아 수

조출생율=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태건수  동태율 추이. 2020.02.26. 속

[표 3-1]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조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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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보고서를 통해 조사·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22)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조사 상

국인 246개국  가장 낮으며 유일하게 1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기록

하고 있다. OECD 회원 상국들과 비교해볼 때도23) 한국의 출산율은 

회원국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회원국 평균인 1.65명에 훨씬 못 미

치는 수 이다. 특히, 출산을 경험한 다른 회원국들의 경우 출산

율이 일정 수 에서 수렴하면서 변동이 어지거나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꾸 히 낮아지고 있다는 은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성이라 할 것이

다. 비교 상으로 언 되는 일본24)이나 유사한 정치·사회·문화  배

경을 가지며 압축 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는 일부 아시아 국

가들(싱가폴, 홍콩25))과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출산 상은 

유례없는 수 이라 할 수 있다.

2. 출산의 향

출산은 개인의 임신·출산의 지연(delay or postpone)과 연결되며 

개인이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거나 

재 낳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Kohler, Billarit & Ortega, 2002; 2006). , 기본 으로 출산의사결정

은 생애과정(life course)에서 개인이나 부부가 결정하게 되는(Kohler, 

Billari & Ortega, 2002)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d’Addio & 

d’Ercole, 2005). 그러나 출산 상의 심화와 장기화는 개인의 문제

22) The World Bank. 상동

23) OECD Family Database. (URL: https://www.oecd.org/social/family/SF_2_1_Fertilit

y_rates.pdf Updated 2019-03-06. 2020.09.10. 속)

24) 일본은 2006년 출산국을 탈출하 고 재 합계출산율 1.4명 를 유지하고 있다.

25) 세계은행이 발표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  세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홍콩

이 1.07명( 체 하  3 ), 싱가포르는 1.14명( 체 하  4 )이다. 이들 국가 모두 

출산에 해당되나 같은 기간 한국의 출산율(0.977명)보다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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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 한 국가에 범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Kohler, Billari & 

Ortega, 2001)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출산 상을 국가 차원의 문

제로 인지하고 정책 문제로 다루고 있다(McDonald, 2006). 

장기 인 출생 상은 인구 벽문제를 심화시키며 생산 가능 인

구 감소와 시장 둔화의 원인이 된다. 구체 으로,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지표하락( : 투자, 소비, 국내총생산(GDP) 감소)이 상되며(국

회 산정책처, 2018) 고령 인구의 상  증가로 인해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미래세 의 사회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최근 통계청(2020a)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 재 11개월 연속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  역에서의 행태로 여겨질 수 있는 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면서 문제의 해결 역시 국가  

사회가 함께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변화하 다. 이는 출산 혹은 

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국가 출산율에 향을 주는 요인

 1) 인구학  요인

출산의 1차  주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반 으로 출산  

출생의 원인은 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 인구나 출생율 변화와 같은 

인구학  요인들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참고: Billari, 2008; Goldstein, 

Sobotka & Jasilioniene, 2009; Kohler, Billari & Ortega, 2006). 오늘

날 한국사회의 인구학  특성을 심으로 출산(혹은 출생) 상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가임 여성인구의 감소이다. 우리나라 15~49세 사이의 여성 인

구는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30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9)26). 통계청(20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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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  15~49세 여성 인구는 약 1,367만 명

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1,252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감소하 다. 

그  20~30 의 경우 같은 기간 약 809만 명에서 681만 명으로 다른 

세 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여성 인구의 감소는 출산 상이 장기

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음(-)의 성효과(negative population 

momentum)’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에서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Lutz et al., 2003; 우해 ·장인수, 2017). ‘음(-)의 성효과’ 논리에 

따르면 출생 추세가 세 를 넘어 장기화되는 경우 출생 추세로 

인해 여성 인구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결과 으로 합계출산율이 

일정수  회복한다 해도 체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Goldstein, 2002: 72). 만일 세 에 걸친 여성 인구의 

감소와 함께 합계출산율 역시 지속 으로 감소한다면 국가의 인구문

제는 격히 심화될 것이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증가로 인한 혼인율 감소 역시 출산율에 

매우 큰 향을 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출생의 약 98%가 결

혼을 제로 이루어지는 유배우자 출산 행태임을27) 고려할 때 만혼으

로 인한 평균 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 평균 혼 연령은 2000년에는 26.49세 으나 2018년 

재는 30.4세로 차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28)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첫째 아이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연령 역시 2000

년 27.7세에서 2018년에는 31.9세로 나타나 증가하는 추세다(통계청, 

2018).29) 산 연령의 증가는 임신의 가능성  추가 출산 그리고 총 

자녀수에도 향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2018)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 혼인 건수 역시 2012

년 이후 매해 꾸 히 감소하는 추세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자 증가에 

따른 혼인율 하락 역시 유배우자 출산 행태와 연 할 때 출생률 하

26) 통계청(2019) 인구동향조사

27) 2018년 기  체 출생아의 2.2%만 혼인 외 출생아이며 97.8%는 혼인  자녀다.

28) 통계청(2019) 혼인통계

29) 통계청(2018) 출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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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만혼과 비혼 증가가 국가 출생 상의 

가장 큰 원인  하나로 여겨지면서 최근에는 인구문제 혹은 출생 

문제와 련하여 청년층의 ‘결혼’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혼인과 출산 간 연

결고리 약화 상’ 역시 출생 상의 인구학  원인  하나로 제

기되고 있다. 사실, 출생 문제가 2000년  반부터 우려되어 온 것

과 다르게, 우리나라 유배우 출산율은 2000년  반 이후 지속 으

로 증가하면서 실질 으로는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감소한 국가 합계

출산율을 유지· 체하는 역할을 해왔다(이철희, 2012). 그러나 최근 결

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갖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DINK)이나 싱크족(Single Income, No Kids: SINK)이 증가하고, 아이

를 낳게 되더라도 둘째 아이는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유

배우 여성의 출산율 역시 차 감소할 것이라는 망이 나오고 있다

(이철희. 2018: 55). 

 2) 경제  요인

경제  요인 역시 인구학  요인과 더불어 국가의 출생 상(혹

은 출생율)을 설명하는 표 인 요인이다. 국가 출산율 결정에 한 

보편 인 원인들을 논의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 상황

이나 개발 정도는 인구학  요인과 더불어 출산율에 향을 주는 가

장 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에 다수 선행연구와 보고서에서 

GNI, GDP, 평균물가상승률, 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등과 같은 

여러 경제지표와 출산율의 계에 해 이야기해왔다( : Kohler, 

Billari & Ortega, 2001; 2006; 이삼식·최효진, 2012). 우리나라를 상

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 1997년 경제 기( : 오창섭·최성 , 2012; 조

명덕, 2010)나 높은 부동산 가격(오창섭·최성 , 2012; McDonald, 

2006)과 같은 거시 경제요인들이 앞선 경제 성장지표들과 더불어 국

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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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출산율을 설명하는 지배 인 논의들이 국가 경제지표와 출산

율 간 계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개

발지표와 국가 출산율 간 계가 비일 이며 약하다고 주장한다

(Bryant, 2007: 123). 각 나라의 경제개발지표라 할 수 있는 GDP, 

GNI, 는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 을 때, 경제지표를 기 으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 수 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거나 높다고 해서 출산

율 역시 일 으로 낮거나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

불어 출생 문제가 상 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서유럽의 선진

국들을 심으로 두된 문제이자 오늘날  세계 으로 발  국가들

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OECD 회원국이나 (서)유럽 혹

은 미국을 상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연구 결과들을 볼 때 일정 수  

이상 발 된 나라의 경우 나라의 출산율을 경제 수 30)이나 개발수

만으로 측하기 어렵다는 (참고: OECD, 2018)31)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이제까지 련 연구들이 국가 경제성장에 한 

리변수들을 통해 국가 단  출생 상을 설명하고자 하 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경제  요인들을 통한 설명방식이 개별국가들의 

출생 상을 효과 으로 설명하는 데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지표의 향력에 해 회의 인 최근의 논의들이 

국가 출산율 설명에 있어 경제  요인의 향력을 배제할 것을 주장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요인 외에 국가 출산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  요인의 향력이나 인구·경제·사회문화 세 

요인 간 상호작용에 심을 가지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32).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문화나 제도  특성에 

따라 국가  지역을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국가 간 비교 연구들

30) 국내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조명덕(2010)의 경우 경제성장률, 실질GDP, 경제 기, 

실업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소비지출 등과 출산율의 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으나 경제성장률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했다.

31) OECD Family Database. 상동.

32) Westoff(1983)의 경우 근 화 등으로 변되는 근본 인 경제시스템 변화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되는 사회  변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 을 것이라는 에서 경

제  요인의 요성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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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국가 간 비교, 유럽과 미국 비교,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간 

비교)과 개별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출산율  출생 상을 설

명하는 연구들이 그 다( : Lutz, 2008; McDonald, 2006). 

 3) 사회·문화  요인

기 이론  논의들은 인구학  요인과 경제학  요인을 심으로 

국가의 낮은 출산율에 해 설명해왔으나 최근 연구들은 인구·경제학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  요인의 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 

Lutz, Skirbekk & Testa, 2006; McDonald, 2006; Van de Kaa, 1987; 

Westoff, 1983 등). 사회·문화  요인의 고려는, 앞서 언 하 듯, 기

존 인구·경제학  요인을 심으로 한 이론  논의로는 설명하기 어

려웠던 (유사한 경제발 수 을 가진) 국가 간 합계출산율 차이를 설

명하는 데 유용한 기 이 된다. 한, 이는 기존에 ( ) 출산 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시간에 따른 해결양상 차이를( 출생 상의 심화 

는 완화)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국가 출산율을 결정하는 일반 인 요인들에 해 설명

하는 최근 연구들은 국가 출산율을 인구·경제학  요인과 사회문화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한다. 표 으로, Van de Kaa(1987)

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의 제시를 통해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 상을 설명

하고자 하 다. 그는 특히 인구변화에 한 설명에 있어 가치 의 

요성을 주장하 는데 이때 가치 은 (국가의) 재의 정치, 경제, 그

리고 인구학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작동하게 된다(Van de 

Kaa, 1987).

Lutz, Skirbekk and Testa(2006)는 ‘ 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 

가설을 모형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인구·사회·경제학  요인의 상호

향에 따른 출산의 악순환 상에 해 논의한 바 있다. 가설에 따르

면, 가임여성 인구와 출생아 수 감소라는 인구학  요인(LFT-1)과 함



- 34 -

께 이상  가구 규모에 한 인식 변화(사회  요인: LFT-2)와 경제

지표하락  청년층의 기 소비와 기 소득 간 격차(gap) 증가가(경

제  요인: LFT-3) 서로 연쇄 으로 연 하며 만성 인 국가 출생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Lutz, 2008).

Spodek and Saracho(2005)의 경우 출산 상의 원인을 비교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  교육비용, 여성에 

한 교육  고용기회, 아동의 노동 잠재력에 한 기 , 통  가족

제도 해체 정도, 종교  신념  문화  가치 기 , 연   사회보장 

여부, 피임  낙태 수단의 보  정도, 평균 결혼 연령, 그리고 아 

사망률 등 아홉 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인구·경제·

사회·문화  요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에서 앞선 논의들과 일맥상

통하다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출생 상 원인을 기본 으로 인구학  요인과 사

회·경제  요인의 조합(combination)으로 설명한 Kohler, Billari and 

Ortega(2006: 41)의 연구 역시 사회·문화  요인을 출산을 설명하는 

요한 요인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인구학  변화

( : demographic distortions)와 경제·사회  요인의( : 경제  불확

실성, 고용시장의 축소 등) 변화(economic and social changes)는 합

리  개인으로 하여  출산을 미루도록 하며 이는 나아가 국가 출

생 상의 원인이 된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그는 사회와의 상호작

용(social interaction processes)과 제도  환경(institutional setting)

이 경제  요인에 따른 출산율 변화를 증폭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역할

을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정책이나 제도의 역할을 출생 문제의 해결

책으로 언 하 다. 이상의 논의들은 인구·경제학  요인과 더불어 사

회  요인의 향을 출산 상의 원인으로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이라 할 수 있다.

McDonald(2006)의 연구는 사회  요인들을 특히 강조하여 오늘날 

출생 상을 논의하 다는 에서 특징 이다. McDonald(2006)는 

오늘날 사회가 겪어온 두 차례의 큰 사회변화들을 출생 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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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지어 설명하 는데, 이때의 두 사회변화는 1960년  이후 자유

주의(social liberalism) 발달과 1980년  이후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labor market deregulation)를 말한다.33) 연구에 따르면, 두 거 한 

사회변화들은 개인 가치 의 변화를 야기하 으며 나아가 개인이 가

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한 능력 는 가능성(capacity)을 감소시켰

다. 그의 연구는 사회변화로 인한 문화  환경의 변화가 개개인의 

가족 련 욕구(aspirations)의 실 을 어렵게 하 다는 주장으로 오

늘날 국가들의 출산 상을 설명하 다는 에서 의미 있다.

이 외에도 련 연구들에 따르면, 출산 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체로 공통 인 제도  환경(institutional setting)을 공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보육지원(child-care support) 부족(Kohler, 

Billari & Ortega 2001), 출산 후 경력단  문제(Gonzalez, Jurado & 

Naldini, 2014), 여성에 한 보수  역할 인식(Chesnais, 1996) 등이 

그 다. 특히, 일부 연구들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출산 

상을 압축  경제성장을 경험한 아시아 개발국의 사회·경제·문화  

특수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출산고령사회 원회, 2018: 16). 논의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빠른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반 인 교육수 이 높아지고 경쟁

이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이 근 화된 반면 가정 역에서는 여 히 

통  가치 이 유지되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역 간 제도·환경의 

불일치가 여성 혹은 개인으로 하여  결혼·출산 선택을 미루거나 포

기하게 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보

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 출산 상의 보편  이론이나 모델

을 제시하는 이론  논의나 은 수의 국가 간 사례연구를 통해 진행

되고 있으며 실증연구로 규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문화  요인

의 경우 개별국가가 가진 국가의 특수성에 가깝고 국가 인구지표나 

경제지표들과 달리 측정되어 분석에 사용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33) 이때 자유주의는 성찰  근 화(reflexive modernization)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는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로도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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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수 련 경험  연구들은 여 히 경제

기가 고용률을 낮추고 만성 인 장기실업 상황을 야기하여 청년들의 

결혼  출산을 미루게 한다거나( : 오창섭·최성 , 2012; 조명덕, 

2010)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출산율과 부정 인 계를 보인다는 

등( : 손흥숙, 2004) 국가의 인구·경제  요인을 심으로 국가 출산

율에 해 설명하고 있다.

 4) 출산율과 한국  특수성

출생 상이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면서 출산 혹

은 출산율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한 국내의 학문  논의 역시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출산에 한 논의는 주로 인구학 분야에서

의 이론  논의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외에도 행정학, 경제

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한국의 출산 상을 설명하기 하여, 다수 국내 선

행연구들은 기존 해외 선행연구의 이론  논의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의 출산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이삼식·최효진, 2012; 조명덕, 

2010; 최상 ·이명석, 2013 등). 이러한 근방법은 우리나라의 출생 

상과 그 원인을 기본 으로 출산 문제를 앞서 겪었던 서유럽  

일본의 상황과 동질 인 것으로 제하고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컨  이삼식·최효진(2012: 86)의 경우 한국의 출산

율에 향을 주는 한국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음을 언 하면서도, 경

제  요인뿐34) 아니라 사회·문화  요인들 역시 유럽 국가들이 과거 

혹은 최근 겪어온 보편 인 경향과 우리나라의 그것이 공유될 수 있

음을 주장하 다. 이에 OECD 10개국을 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조

34) 기존 해외연구의 이론  을 극 으로 수용한 연구들은 체 으로 경제  특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오민지, 2018). 반 로 한국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들

의 경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요인에 보다 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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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 아 사망률 남녀평등지수 등의 10개 지표와 합계출산율의 

계에 해 살펴 으로써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측하 다.35) 한편, 

정성호(2009)의 경우 McDonald(2001)의 논의를 토 로 한국의 출

산 상의 원인을 이론 으로 설명한 바 있다.

다른 연구들의 경우,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이론  틀에 한국  특

수성을 반 하여 낮은 출산율의 원인에 해 설명하기도 한다. 컨

 박휴용·여 기(2014)는 Spodek and Saracho (2005)가 제시한 아홉 

가지 원인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우리나라의 출산 상의 원인으

로 제시하 다. 1) 육아와 교육에 한 경제  부담, 2) 여성의 교육 

 사회진출 확 와 육아친화  환경 부족, 3) 독신주의  피임증가

와 같은 사회풍조 변화가 그것이다(박휴용·여 기, 2014: 80). 

이 밖에도 많은 이론  연구들에서 우리나라의 과다한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김두섭, 2008; 조명덕, 2010; McDonald, 2006), 내집

마련의 어려움(오창섭·최성 , 2012; McDonald, 2006) 등을 부가 인 

경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과거 베이비붐 시 의 산아제한

정책 역시 국가 출산율 하의 근본 인 원인으로 논의된다( : 조명

덕, 2010). 이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분 기의 부

족, 보육·육아 지원 인 라의 부족 등 사회·문화  요인의 향 역시 

주요한 출산 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학자들이 출생 상과 국

가의 인구문제를 설명하기 하여 다양한 이론과 분석틀을 제시해왔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련 이론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이론 

심 논의로 진행되는 반면 상 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실제 개별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틀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극 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  특수성을 반 한 연구들 역시 

여 히 기존 해외 선행연구들의 이론에 기 고 있다는 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특수성 혹은 국가 내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논의는 부족

한 실정이다.

35) 이는 기존 거시단  논의들이 가지는 분석 단 에 따른 한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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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험  연구의 동향

국가의 출산율 혹은 출생 상의 원인에 해 논의한 기존의 선

행연구들은 주로 이론  근방법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즉, 

련 연구들은  세계 으로 나타나는 출산 상의 보편 인 원인36)

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거 이론(grand theory)이나 어도 범

 이론(middle-range theories) 수  이상에서 일반 이론이나 분석틀

을 제시( : 제2차 인구변천이론, 출산의 덫 가설 등)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온 것이다. 

일반 이론을 찾으려는 시도들은 련 학문과 이론의 발 에 크게 

기여 해왔으나 논의의 근방법 혹은 분석 단  특성으로 인하여 필

연 인 설명의 한계를 발생시켰다는 에서 아쉬움이 존재한다. 출

생 상에 한  세계 인 심과 많은 학문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산의 원인에 한 이론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경험 으로 규

명한 연구들은 상 으로 많지 않으며 이  부분의 경험  연구

가 측정 가능한 소수지표( : 인구수, 경제개발지수 등)를 심으로 

제한 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오민지, 2018: 7; 정성호, 2009). 국가 

출산율에 한 기존 경험 연구의 동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다수 경험  연구들은 시계열 자료를 심으로 각 나라의 출

산율 변화추세와 패턴을 제시하고 이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

행시켜 왔다. 이들 연구는 합계출산율, 조출생율 등 인구  출산에 

한 지표의 시계열에 따른 나열을 통해 출산 상을 설명한다. 주

된 논의의 로는  세계의 여러 국가 간 비교, 유럽 내 국가 간 비

교, 미국과 유럽의 비교, OECD 가입 국가 간 비교 등이 포함되며( : 

박시내·정남수· 지 ,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a) 한 국가의 

시간에 따른 변화추세와 패턴을 기술하여 출산 상을 설명하려는 

36) 인구학  요인, 경제  요인, 사회·문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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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 : 김두섭, 2007) 역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기술 연구에 포

함된다. 출산율 황  출산 원인에 한 많은 국제기구 보고서, 

국가 내 연구보고서 그리고 이론  논의들이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 Kohler, Billari, & Ortega, 2000; Castles, 2003).

출산율의 추세 비교에서 나아가 국가·지자체 단 에서 출산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경험 연구들 역시 진행되고 있

다. 이들 연구는 국가 간 유사성을 제로 하며, 특히 인구학  요인

과 경제학  요인이 각 나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국가 단  연구의 경

우 나라별 경제성장률, 1인당국민소득, 고용률(실업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거시경제지표들과 출산율의 계에 해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다(Blanchet & Ekert-Jaffe, 1994; Gauthier, 2007: 331; 

이삼식·최효진 2012). 지방자치단체 단  연구의 경우, 한 국가 내 시·

도 혹은 시·군·구 단 의 지방자치단체자료를 심으로 각 지역의 출

산율과 육아·보육 인 라나 고용률 등의 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 성낙일·박선권, 2012). 

마지막으로, 국가나 사회의 문화와 제도의 요성이 강조되고 출

생 상에 응하기 한 정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면서, 행정

학  정책학 분야를 심으로 출산 응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실증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 로 논의되며 출산장려정책이 국가 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 Gauthier & Hatzius 1997; 이석환, 2014; 최상 ·이명

석, 2013; 이충환·신 섭,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a)의 경우 육

아서비스이용률, 국공립보육시설 수 등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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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출산율에 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토 로 선행연구들의 한

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련 이론들의 검증 부족이다. 출산 상 혹은 출산율에 

한 연구 부분은 인구변화와 출산 문제를 이론 으로 정교화하려

는 노력에 을 두고 진행된 반면,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상 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정성

호, 2009; 정아름, 2018). 이는 인구학 혹은 사회학을 심으로 진행된 

지 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출산 상의 보편  원인을 악하려는 

목 으로 거 이론( : 인구변천이론)이나 범  이론을 제시( : 합

리  선택이론, 탈물질주의  가치 이론37))하는 차원에서 주된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에 기인한다. 이론  논의를 심으로 출산율을 결정

하는 원인에 해 살펴보는 것은 학문 으로 매우 요하며 재 

출산 상의 원인에 한 풍부한 과 문제의식을 제시할 수 있

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시된 이론 혹은 들을 경험

으로 찰된 자료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개별 가설을 검증하거나 이를 통해 문제에 한 올바른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 한 논의 측면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율의 추세를 악하고 국가 간 비교를 

심으로 이를 설명하는 연구들 역시 유사한 한계를 가진다. 추세에 

한 논의는  세계 인 인구 동향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생 

상에 한 상  심각성을 알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요한 자료가 

되겠으나, 역시 출산에 향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향력을 

함께 비교·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유례없는 출산 

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율 문제를 고려할 때  세계

인 출산 상에 한 이론  논의 혹은 시계열 자료 심의 논의

37) 정성호.(2009). pp.165-17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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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원인을 제 로 악하고 한 책

을 강구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단 의 인구변수나 경제변수만을 활용하여 출산율

을 설명하는 경험  연구 역시 락변수로 인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

다. 지 까지 국가의 경제성장률이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인구·경제 변수들을 통한 경험  연구는 국가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변수의 설명력에 

한 회의 인 논의가 증가하고, 그보다 국가가 가진 특수성  사회·문

화  요인의 향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구변수와 경제

변수로 국가 출산율을 설명하는 것은 사회·문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에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한, 이상의 논의들은 분석 수 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출생 문제에 한 기존의 논의와 분석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역시 출산 상에 

한 정 한 진단을 어렵게 한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거시 단

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일반 이론 발

에 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지역) 간 비교를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국가 혹은 지역 간 차별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하  분석단

의 측면이나 조직 내부 상황을 반 하여 출생 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연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즉, 거시 지표

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 으로 분석 단  내 개인들이 유사한 선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하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의 의사

결정에 있어 개개인의 특성이나 사회  치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

를 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결과 으로 거시 단 에

서 진행되어 온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함의 역시 매우 크다고 하겠으

나, 결혼  출산과 같은 문제는 기본 으로 여성 혹은 부부의 생애

단계에서 각자의 상황이나 인식체계 등 미시  차원에서 개인행태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의한 결과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 로 출산율에 한 논의가 집 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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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석 단 의 차이로 인한 설명력의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분석 단  문제에 하여, 최근 사회학 분야를 심으로 거시-미시 

수 의 연계  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와 련한 모형들에 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 Coleman, 1990; Wippler & Lindenberg, 

1987; Raub, Buskens & Van Assen, 2011 참고). , 기 단계이긴 

하지만 개인의 출산의향과 이행을 거시-미시 연계 모형을 통해 설명

하려는 연구 역시 제시된 바 있다( : Ajzen & Klbas, 2013). 국내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a)이 유사한 에서 거시-미시 연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

육, 문화와 같은 거시  사회 환경(Macro-level conditions)이 미시단

인 개인의 출산 의사  행 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국가 간 비교를 심으로 논의하거나( : 

Ajzen & Klabs, 2013) 각 거시변수들이 개인의 출산 의사나 총 자녀 

수에 미치는 향을 단편 으로 살펴 으로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a) 출생 상을 설명하고자 하 다는 에서 거시 단 에서 진

행된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단된

다.38) 즉, 거시-미시 연계를 지향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역

시 여 히 국가 출산율 주의 근방식을 취하는 한편 개인의 결혼 

 출산 행태를 결정하는 미시  요인들을 통합 으로 고려하지 못했

다는 에 논의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6. 소결

지 까지 출산 상 혹은 국가 출산율에 한 연구들은 거 이론 

혹은 범  이론 이상의 수 에서 출산의 보편 인 이론을 제시하

는 것을 목 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국가 출산 상에 한 이론

 논의를 통해 출산을 설명하는 일반 인 원인을( : 인구학  요

38) 유계숙(2009)이나 최 욱·송헌재(2010)과 같은 연구들 역시 국가정책(거시)이 개인의 

출산의향이나 출산여부(미시)에 미치는 향에 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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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  요인, 사회·문화  요인) 제시하고 여러 이론을 논의하는 

근방법을 주로 사용해 온 것이다. 경험 자료를 활용한 일부 연구들

의 경우 역시 거시 단 에서 1)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출산율 변화추

세에 해 살펴본다거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단 에서 진행된 국

가 인구정책( 출산 응정책)의 효과에 해 규명하는 한정 인 방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에서 살펴본 거시 단  연구들의 동향은 크게 두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국가경제지표나 인구 지표 사용 외에 견고한 실증분석

을 통해 출산의 여러 원인에 해 규명한다거나 특히 개별국가의 

문화·제도  특수성을 통제하는 연구는 진행되기 어려웠다. 특히, 최

근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 사회·문화  요인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 수 의 일반 이론  근방법은 국가의 특수성을 

하게 반 하거나 경험 연구를 통해 이론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

다. 둘째, 거시 단  연구는 기본 으로 분석 단  내 개인들이 유사

한 선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하기 때문에 개인 수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결혼·출산 의사결정 요인이나 개인 삶의 

다양성에 해서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 단  기존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해 본 연

구는 개인 수 에서 결혼·출산의 결정요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기본 으로 방법론 인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에서 여성 개인의 삶의 에서 개별 삶의 특성에 따른 다양성

을 고려하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다양한 미-거시 요인들

에 한 통합 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출생 상이 국가  기

를 래하는 거시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 으로 결혼과 출산의 문

제가 개개인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 단 에서 개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향을 주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역할에 한 통합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 연구들에서는 출생 문제에 있어 개인 수 에서의 통합

인 고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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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미·거시 차원의 여러 요인이 개개인에게 복

합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40) 인과 계  상 계를 악하기가 어

려워 개인을 기반으로 여러 요인에 한 통합 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 단 에서 규명되는 결혼·출산 결정요인에 한 논의는 오늘날 

한국의 출생 상을 설명하는 데 이론  함의가 클 것이다. 더불어, 

출산 응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 향력은 개

개인에게 닿기 때문에 실제 정책수요자의 에서 상향식 논의를 진

행하는 것은 정책의 수용성  실천성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이하의 에서는 미시 단 에서 진행된 최근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

펴보고 오늘날 여성의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와 다양한 개인 수

의 이론  논의들을 토 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즉, 

여성 개인의 삶과 삶의 이행과정에 심을 가지고 개인 단 에서 결

혼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한 통합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틀 제시에 있어 기존 거시단 의 논의에서는 

면 히 살펴보기 어려웠던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해 고려할 것이

며 미시단  논의에서 제한 으로 논의되어 왔던 가치  요인과 일 

요인, 그리고 사회  지원 요인들을 통합 으로 살펴볼 것이다.

39) 같은 맥락에서 정아름(2018) 역시 지 까지의 출산 련 연구들은 인구학  요인, 경

제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  요인과 같은 거시  수 에서 출산의 원인을 악하는 

데 집 하여 ‘출산’이라는 사 인 행 에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 과 같

은 미시  요인에 한 연구가 부족하 음을 지 한 바 있다. 

40) 인구·경제·사회제도가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개개인의 상황과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개인 차원의 결혼  출산이 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악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출산고령사회 원

회(2019: 17)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족 형태, 유교  통 등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이질 인 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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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본 연구의 분석틀

1. 개인 단  선행연구의 동향

 1) 선행연구의 이론  기반

일반 으로 개인 단 에서 결혼과 출산을 설명하는 이론  논의는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을 심으로 논의되

어 왔다. 신가정경제이론은 미시경제 에서 결혼·출산의 결정요인

을 제시하는 이론으로 인간의 합리성을 제하며 결혼·출산의 선택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  요인을 기반으로 한 모형들을 제시해왔

다( : Becker, 1960; 1981). 신가정경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성별, 

교육수 , 소득, 그리고 경제활동참여 여부 등이 개인의 결혼·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출생 상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만혼과 비혼 상,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신가정경제이론의 논의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론이 가지는 향력은 강력하다. 경제학뿐 아니라 인구학·사

회학·행정학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신가정경제이론을 이론  기반으

로 개인의 결혼·출산결정에 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출생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종종 이 이론을 용하고 있다. 근 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교육수  향상을 출산 상의 원

인으로 설명하거나 가정 내 비교우 에 따른 성별 분업과 시간 배분

(time allocation), 자녀의 수(quantity)와 질(quality)의 상충 계 등을 

논의한 연구들이 표 으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인구·경제학  요인만을 연구의 상으로 하는 결혼·

출산 련 논의들이 경험  연구에서 일 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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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거시 단  연구에서도 국가의 사회·

문화  요인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개개인의 인구·경제학  요인

을 통해 결혼·출산에 해 설명하는 근방식 외에 새로운 논의가 필

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개인 차원에서 개인 가치 이 

결혼·출산 선택에 향을 다는 논의나(이삼식, 2006; 정성호, 2009) 

사회 정책  제도의 향 는 남편  부모 등을 통한 자원의 이  

역시 결혼·출산 선택에 향을  수 있다는 논의들이 그 다.

보다 구체 으로 개인(미시) 단 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험 연구들

의 황과 한계 에 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경험  연구의 동향

  (1) 공통  논의 측면: 인구·경제학  요인(D)

미시단 에서 수행된 개인의 결혼·출산41) 혹은 출산에 한 논의

는 행정학을 비롯하여 경제학, 인구학, 가족·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여

러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아직까지 출산에 한 다수 논의들이 거

시  에서 일반 인 논의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시단 의 

경험  연구는 상 으로 많지 않지만(주효진·곽경희·조주연, 2010) 

향후 개인 단  연구의 심 증 와 가용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련 

분야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개인 단 에서 진행된 

결혼·출산 련 경험 연구들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개인의 인구·경제학  요인(D)을 결혼·출산의사결정을 설명하

는 주된 결정요인으로 삼고 있다는 은 학문 분야에 계없이 공통

이라 할 것이다. 국가 출생 상의 설명에 있어 통 으로 인구·

경제학  요인의 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마찬가지로 미시경제의 

역에서 Becker(1960; 1981)가 제시한 신가정경제이론이 강력한 이론

41) 이때 련 종속변수는 출산력, 출산자녀 수, 결혼의향, 출산이행, 출산의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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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 수 의 실증 연구들은 나이, 성

별, 교육수 , 가구소득, 경제활동여부  종사상 지 와 같은 인구·경

제학  요인을 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수 연구가 설문조사나 연도별 통계자료를 심으로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출산 결정의 계에 해 기술·설명하고 

있다( : 박다은·유계숙,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b). 보다 견고

한 통계기법을 활용한 실증 연구들의 경우, 여성의 취업 여부, 고용형

태(종사상 지 /정규직 여부) 등이 결혼·출산에 미치는 향(이삼식·

최효진, 2014)이나 결혼·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 혹은 경력단 과 같

은 노동시장의 이탈과 재진입에 미치는 향(곽 주·최은 , 2015)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때 신가정경제이론은 성별, 교육수

, 소득, 그리고 경제활동참여 등을 통해 개인의 결혼·출산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기반이 된다.42) 신가정경제이론의 구체 인 내용과 

인구·경제학  요인에 련한 가설의 도출은 결혼과 출산에 한 각

각의 논의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 개별 학문 분야 측면

인구·경제학  요인만을 심으로 진행된 논의들 외의 경험 연구들

은 학문 분야  심변수에 따라 다소 분 으로 진행되어 왔다. 

컨  취업 기혼여성을 연구 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시간이나 일·가

정 양립과 같은 직장 역에서의 역할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향에 

심을 가진다( : 김일옥 외, 2011; 양정선, 2015; 최지훈·안선희, 

2017). 이 밖에도 여성의 경력단 이나 경력 멈춤 등과 같이 노동시장

에서 일하는 여성에 한 논의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심리학 분야의 

42) 상 으로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거시 단 에서 주로 자산, 소득, 교육수 의 불평

등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차별출산력 이론( : De La Croix & Doepke, 2003; Lam, 

1986) 역시 개인 차원의 연령, 소득, 교육수 , 종교 등 인구통계학  요인에 따른 출

산력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들의 이론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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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출산 후 우울감이나 스트 스와 같은 심리  변화나 남편과 조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나 친지의 사회  지지가 결혼  출산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주된 심을 두고 있다( : 황정은·한송이, 2017; 

Collins et al, 1993). 여성학에서는 주로 젠더 에서 결혼·출산을 

바라보며 기존 신가정경제이론이나 결혼·출산에 한 규범  논의에 

해 비 인 시각을 가지고 도구  가족주의, 남성 심 성별 분업 

구조, 한국의 가부장  시각  여성의 탈귀속주의를 여성의 결혼·출

산의 결정요인으로 설명한다( : 김경아, 2017: 900). 이 외에도 사회·

문화  요인  정책 향력에 한 강조와 함께 최근 개인 가치 의 

변화에 한 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이삼식, 2006).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경우, 출산 응정책과 그 효과에 주된 

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행태에 한 연구보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거시 단  실증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개인 단  연구들 역시 지자체의 보육 인 라나 고용률, 혹은 

개별 정책들이 개인의 출산의향이나 이행에 미치는 향에 해 논의

한 것이 부분이며( : 이석환, 2014; 최상 ·이명석, 2013) 결혼에 

한 연구는 최근 일부 논의(탁 우, 2020)를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별 경험 연구들은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한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학문 분

야에 따라, 혹은 심변수에 따라 분 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여성

의 결혼·출산 결정을 통합 으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으며 향

후 정책  에서 출산 응정책을 계획하는 데에도 유기 인 

단을 어렵게 한다는 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결과 으로, 결혼·출산

에 한 련 분야의 경험  연구들은 연구의 양  팽창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설

명력을 가진 통합  논의43)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3) 장한나·이명석(2013)은 ‘기혼 직장 여성의 출산 의도 결정요인’에서 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학  요인, 가치  요인, 남편지원  조직제도지원 요인이 기혼 직장 

여성의 출산의도와 기 자녀수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는 단년도 연구이자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유자녀 여성에 한정된 연구라는 , 그

리고 정부 지원에 해서는 고려하지 못하 다는 에서 아쉬움을 가진다.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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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혼·출산에 한 연구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조직·인사 분야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조직 지원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 김안나, 2009; 김태희·오민

지, 2017; 노종호·한승주, 2014; 오민지·김태희, 2018). 이들 연구는 주

로 근로자의 에서 가정 역과 일 역의 역할갈등으로 인한 소

진, 직무 스트 스 강화, 조직몰입 하 등을 설명한다. , 조직 내에

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도입과 같은 지원  역할이 조직구성원의 조

직행태  삶의 질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심을 가진다. 이들 

연구는 개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기 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유무나 상사의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1) 경제활

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삶에 있어 일 역에서의 역할과 직무에 한 

인식·태도가 큰 비 을 차지할 수 있고 2) 이것이 가정 역에 향

을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의 의사결정과 큰 련

성을 가진다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 역에서의 일·가정 양

립 지원 역시 결혼과 출산에 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의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의 한계

이상의 논의들을 토 로 개인을 분석 단 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이론  에서 결혼·출산

을 설명하는 다수 연구와 보고서들이 신가정경제학의 논의와 이론에 

편 되어 있다는 에서 아쉬움이 있다. 신가정경제학 이론은 높은 

실 설명력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개인의 결혼·출산 결정과 국가의 

출산 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효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

에서 미혼 직장인의 결혼의향을 연구한 진달래(2018)의 석사학 논문 역시 인구학

 요인, 직장환경 요인, 경제  요인, 가치  요인, 결혼장려정책 요인을 고려하 다

는 에서 통합  연구의 성격을 가지나 할 것이나 단년도 연구이며 연구 상과 정책

범 , 결과변수 등을 고려할  제한 인 성격을 가진다는 에서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 반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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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인구·경제  요인들의 향력이 최근 경

험  연구에서 일 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 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환경 변화 는 결혼·출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가치 이나 정책 등 신가정경제학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요

인들에 한 고려의 요성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항 이론 혹은 수

정된 안  모형에 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개인 단  경험  연구들이 많이 축 되어 있지 않았다는 

 역시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다. 거시 단 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

펴보았듯 국가 출생 문제에 한 이 의 논의들은 주로 국가  지

방자치단체 수 에서 상에 한 일반 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주

된 목 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 에서 결혼  출산에 해 규명한 경험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 개인 단  논의라 할지라도 신가정경제학  에서 인구·경제학

 요인들을 심으로 논의되거나 여기에 개별 학문 분야에 따라 소

수의 주요 심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한정 으로 논의되

어 왔다. 다시 말하면, 기존 연구들이 경제활동상태, 소득, 나이, 성별, 

교육수 과 같은 인구·경제학  요인들에 해서 공통 인 고려가 있

었던 반면44) 이 외 요인들에 해서는 각 분야 혹은 연구 심에 따

라 한정 으로 논의하고 있어 결혼·출산에 향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실증연구를 통해 통합 이고 총체 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경우, 학문 간 유기 인 결합을 통해 

출생 상에 한 포 인 설명과 실천  시사 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경험 연구들이 지방자치단체 

단 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 규명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45) 그 에서도 결혼에 한 연구는 출생 상의 인구

44) 일부 연구들의 경우 선행연구 흐름을 사회경제  요인으로만 설명한 경우와 아닌 경

우로 구분하기도 한다( : 주효진·곽경희·조주연, 2010). 이러한 구분방식은 기존 논의

들이 개인의 사회경제  요인에 한 고려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 다.

45) 주효진·곽경희·조주연(2010)은 출산에 한 연구를 출산율과 출산의지에 한 연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의 흐름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출산율에 한 설명은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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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인  하나로 제시된 것 이상의 구체 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온 실정이다. 

종합해볼 때, 미시 단  연구들의 경우, 최근 학문 분야에 따라 비

교  다양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문별 심주제에 따

라 한정 으로 연구되고 있는 한편 여러 변수를 총체 으로 고려하지

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도 여러 학문 

분야에서 결혼  출산에 향을 주는 요인들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

한 변수들을 통합 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존 개인 단  연구들은 다수 연구가 단년도 

자료의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수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락

변수와 역의 인과 계에 한 우려를 피하지 못하 다는(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6b: 13) 비 들46)이 존재하며 이에 한 고찰이 요구된

다. 내생성 문제의 경우 결혼·출산 련 논의뿐 아니라 모든 연구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설명변수의 추가나 다년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기존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타당한 경험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이나 기혼 여부에 따라 연구 상을 구분하거나 취

업 여성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개개인의 생애이행단

계나 경제활동상황, 혹은 자녀수 등에 따라 구체 으로 세부집단을 

나 고 집단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논의를 진행한 경험 연구는 많

지 않았다47).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개인의 특성과 삶의 다양성에 한 이해를 제로 한 연구들이 많

지 않다는 것은 미시 단  연구의 이론 ·정책  한계라 할 것이다. 

정책  에서 수요자 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해서, 

사 결과나 통계치 주로 논의된 반면 개인이나 사회구조  요인에 한 고려가 미흡

했고(p.215) 주로 거시  에서 이루어져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p.218).

46) Hakim(2003: 350) 역시 그의 논문에서 출산의 결정요인에 한 기존 논의들이 주

로 거시단 에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논의되는 반면 종단연구나 미시단 에서 논의

되는 질  연구들은 부족하 음을 언 한 바 있다.

47) 국회 산정책처(2018)는 출산의 원인에 해 다각 으로 살펴본 바 있으나 이 역

시 인구학  요인(나이, 교육수 ) 등 최소한의 통제변수와 각 심변수(독립변수)를 

각각 분석하는 형식으로 논의하여 통합 인 근이라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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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 혹은 세부집단별 특성에 한 고려

가 필요 일 것이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이제까지 공통 인 결정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개념들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의 변화와 최근 개별 학문 분야들의 연

구 동향을 총체 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토 로 최종 인 분석틀을 설정

할 것이다.

2. missing link? 락변수에 한 논의

 1) 사회변화와 결혼·출산

제 1 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가 단 에서 출산 

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논의들은 사회문화  요인에 주목하

고 있다. 표 으로 McDonald(2006)는 출산의 원인을 국가의 자유

주의 발달(Social liberalism)과 노동시장의 탈규제화(Labor market 

deregulation)로 설명한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 , 자유주의 발달은 개인의 가치  변화와 하게 연 된다. 

실제 ‘제2차 인구변천’을 주장한 Lesthaeghe and Van de Kaa(1986)

는 Inglehart(1977)의 탈물질주의 개념을 이용하여 오늘날 청년세 의 

가치  변화에 해 설명한 바 있다. 논의에 따르면, 오늘날 청년들은 

사회규범이나 제도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요시하며 그 에서도 자

아실 , 자유, 라이 스타일에 가치를 둔다. 이러한 청년세 의 가치

 변화는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 혹은 가족에 한 의미 변화를 

의미하며 개인이 자신의 자아실 이나 여가 등 라이 스타일 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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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노동시장 탈규제화는 사회 반의 험 증가로 설명할 수 있

다. Beck(1999)의 서 「 험사회」에 따르면 국가 경제발 은 기

에는 물질  풍요를 가져다주지만, 경제발  후기로 갈수록 사회는 

일상  험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발  심화에 따라 평생 고용이 보

장되지 않고, 경쟁이 심화되며 경제가 불안해지는 등 측하기 어려

운 일상  험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  험 상황에서 

합리  개인은 아이를 갖게 되면 당면하게 되는 불안정(낮은 소득, 경

력단  험, 높은 소비지출, 경제  책임 강화)보다 경제  안정(교

육, 높은 근로시간, 축)을 추구하게 된다. 즉,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

한 국가들의 경우, 개인의 험회피(risk aversion) 행태가 국가의 출

산율 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  변화와 험회피성향으로 출산 원인을 설명하는 

McDonald(2006)의 연구와 미시단 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문 분야별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오늘날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요인에 

해 살펴보기 해서는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 다음 요인들에 

한 추가 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먼 , 자유주의 발달은 가족 가치 의 변화와 하게 연 된다. 

제 2장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에서 언 하 던 ‘여성 삶에서 결혼·

출산의 의미 변화’가 그 다. 자유주의 혹은 탈물질주의로 변되는 

청년들의 가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그 로 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유교주의 혹은 가부장  통 아래 결혼과 출산에 한 

태도나 성 역할에 한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규범 이고 

통 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근 화와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 , 

서구 문물의 유입,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등의 향력에 따라 가족이

나 공동체에 한 가치보다 개인에 한 가치가 강해지면서 가치 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통  가족 가치 과 탈물질주의  가족 

가치 이 세  내 병존하면서 개개인이 가지는 가족 가치 이 결혼·

출산의사결정에 큰 향을 주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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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도 그러하겠지만, 오늘날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의 

의미는 이 과 다르다. 태어나 ‘꼭 해야만 했던’ 의무와 규범이 ‘할 수

도 있는’ 선택사항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가족 가치 에 한 요성

이 커지고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선택에 지 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최근의 사회변화에 한 심 증가와 함께 개인 가치 이 

출산율  개인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 : 김주희·

고선강, 2018; 이삼식, 2006; 정성호,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나 국가의 출산 응정책이 개인의 결혼·출산 의향에 미치는 향

에 한 논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 : 이삼식, 2012).

더불어, 개인이 자아실 , 자유, 라이 스타일 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면서 특히 여성 삶에 있어 일(work)과 여가(leisure) 등 가정 

외 다른 삶의 역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요해졌다. 그 에서도 일 

역은 오늘날 여성 삶에서 가정(family)과 더불어 요한  하나의 

필수 역으로 기능한다(Frone, Russell & Cooper, 1992). 일 이 신가

정경제학에 기반한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인구·경제학  

요인  하나로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요인

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 분야를 심으로 일-가정 혹은 

가정-일 역 간 정  혹은 부정  이(spillover)에 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여성의 결혼·출산 의사결정

에 미치는 향을 넘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일(work) 련 요

인이 개인의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검토 필요성

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 가정 역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 여

성 삶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work) 역으로 변되는 

가정 외 요인들이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주는 향력을 다시  검토

하고 역 간 양립 가능성에 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일(work) 

련 요인48)이 결혼·출산에 미치는 향에 한 추가 인 고려가 필

48) 최근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일(work)과 가정(family)의 양립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과 

삶(life)의 양립 측면에서 일 역과 다른 삶의 역 간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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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단하 다. 이는 취업 여성을 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이 

일·가정 양립제도, 경력단  등 직무 련 요인들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 던 것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이 삶의 과정에서 결정하는 선택  하나이

며 합리  개인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나은 삶을 한(혹은 험을 

최소화하기 한) 선택의 결과라면 이에 응하는 사회제도 개선이나 

국가의 정책 제공이 개개인의 선택에 향을  수 있을 것이다.49) 

즉, 자원 이 (resource transfer)의 에서 가정 내 지원, 경제활동

을 하는 경우 조직의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 등 사회  지원(social 

support)의 존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증가시키고 필

요한 역할 부담을 경감시켜 의사결정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

는 것이다. 제 2장에서 언 하 듯 출생 상이 사  역에서 개

개인이 해결해야 할 개인 책임의 역이 아닌 공  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공조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면 다양한 사회  

지원을 통해 여성 혹은 부부에게 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비자발

 사유에 의한 결혼과 출산의 지연과 포기를 막고 개인의 의사결정

에 맥락을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  지원의 요성에 불구하고, 다차원  에서 개인의 결혼

과 출산에 해 설명하는 논의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최

근 신가정경제학 논의에 한 의구심과 함께 가정학, 심리학 등의 학

문을 심으로 개인 선호, 정서  지지 등 심리  요인에 한 심

이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학 분야를 심으로 이미 출산 

응정책의 효과에 한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이  조직·인사 

본 연구의 심 주제인 결혼·출산의 에서 생각한다면, 가정(family) 역에 편향

되었던(centered) 여성의 삶은 가정과 일(work)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삶(life)의 양립 

측면에서 지속 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일(work) 련 

요인을 가정 역과 양립이 필요한 표 인 삶의 역으로 단하여 논의에 포함하

고 있으나 후속 논의들에서 가정 역과 일 역뿐 아니라 여가(leisure)를 포함한 개

인 삶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9) 사회문화  요인으로 국가 출생 상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사회변화에 응하고 

가족의 형성이나 출산율을 제고하기 해 사회 양성평등인식의 향상, 사회구조와 제

도의 개선, 그리고 국가의 정책  노력 등을 강조한다( : Kohler, Billari & Ortega, 

2001; 2006;  McDonal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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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는 조직 사회  지원 혹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 논의 역시 

축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하 듯 지 까지의 개인 단  연구

들은 학문 단 로 개별 으로 논의된 요인들을 유기 인 연계를 통해 

통합 으로 살펴보지는 못하 기 때문에 통합  에서 다양한 요

인들의 효과에 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 으로,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에 개인의 결

혼·출산 결정요인으로 논의되던 인구·경제학  요인(D)과 더불어 개

인 가치 (V), 일(W), 그리고 사회  지원(S) 요인들을 통합 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같은 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인

구·경제학  요인 심의 설명들이 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를 가지

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상에서 언 한 네 가지 추가

요인들을 총체 으로 고려한 통합모델을 분석모형으로 제시하고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본 연구

가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 ‘여성의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에 

포함하고자 하는 네 가지 추가변수들에 한 개념  정의와 결혼·출

산과의 계에 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2) 가족 가치 (V)과 결혼·출산

  (1) 가치 의 개념

가치 이란 어떤 것의 가치에 한 을 의미한다(김은정, 2018: 

1993). 가치 은 개인으로 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

하게 하는 평가  표 이자 신념인 동시에 개인의 태도, 행동, 그리고 

선택의 기반이 된다(이삼식, 2006). 가치 은 개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일반 으로 한 세 (코호트)는 

출생 시기가 비슷하고 성장 과정에서 동일한 사회·문화  변화를 경

험하기 때문에 특정 인식이나 행  양식 등 유사한 가치 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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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문선희, 2012). 만일 사회 반

으로 개인의 욕구나 심이 변하거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변화가 

온다면 필연 으로 세  간 가치  차이가 발생하며 한 국가(사회)가 

공유하는 가치 도 변화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우, 집단주

의, 권 주의, 가족주의 등 유교 · 통  가치 이 유지되어 온 동시

에 근 화에 따른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  가치 이 공존하고 

있어 세  혹은 개인 간 향유하는 가치 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 에서도 가족 가치 은 가족의 가치에 한 포 인 이나 

태도로(박주희, 2016)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 그리고 역할 인식 등

에 향을  수 있다. 김경신(1998)은 한국인의 가족 가치 을 결혼

, 성 역할 , 자녀 , 부양  효도 , 가족주의 가치 으로 구분하

여 세  간 가족 가치 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통해 분석하여 여성과 청소년 세 의 경우 결혼 과 성 역할 에 

한 격한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가족 가치 에 하여, 우리나라

는 가족 심주의와 함께 남성 심의 가부장제  가치 이 통  

가치 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통  가족 가치 은 오늘날까지 유

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

하는 추세다.50) 결혼·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가치 에 따라 편차가 발

생하는 가변 인 개념으로 자리 잡을수록 가족 가치 이 결혼·출산의

향에 미치는 향력 역시 차 확 될 것이다.

  (2) 가족 가치 의 종류와 결혼·출산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가치 은 크게 결혼 가치 , 자녀 가치 , 

50) 김경신(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 에 따른 가족 가치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성 역할 가치 이나 결혼 , 자녀 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년 세  여성이 통  가치 을 강하게 고수하는 반면 년 세

와 청소년 세 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 화된 가치 을 가진다는 에서 세 에 따

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김경신(1998)의 연구에서 논의된 청소년 세 는 1998년 

기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며 이들은 재의 30 (35~40세)로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청년세 (2040)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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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할 가치 으로 구분된다(김은정, 2018; 김경신, 1998; 문선희, 

2012; 박주희, 2016). 본 연구의 경우 미·기혼여성을 모두 포 하기 때

문에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을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결혼 가치 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한 이나 태도를 말한

다(김경신·이선미, 1998). 우리나라는 압축 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

면서도 가족 심  가치 과 결혼에 한 규범  인식을 강하게 가

지고 왔으나 최근에는 결혼을 선택으로 받아들여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김경

신·이선미, 1998; 이삼식, 2006; 김경숙, 2018; 명훈, 2019). 특히, 

통 으로 여성에게 결혼 이행은 지  획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서의 가장 요한 과정으로 여겨졌으나(김경신·이선미, 

1998) 최근 설문조사들에 따르면 오늘날 여성의 반 이상이 결혼의 

필요성에 해 회의 이며 남성에 비해서도 매우 부정 인 것이 실

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b 참고).

박민자(2004)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 가치 은 변화하고 있

는데 이는 1) 결혼이 규범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개인과 사회 반에 공유된 것, 2) 개인의 욕구(needs)나 필요에 의해 

결혼이 선택되며 이는 합리 (비용-편익) 결정에 의한다는 것, 3) 결

혼에 한 개인의 손익계산에 있어 애정과 로맨스, 그리고 행복한 삶

에 한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

회에서 결혼이나 가족 형성의 의미가 개인이 스스로의 단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가 되었다51)는 과 경제 인 측면 외에도 애정과 로맨

스52), 그리고 행복이 주는 편익이 합리 인 결정 과정 안에 포함된다

는 에서 이러한 변화는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한편, 성 역할 가치 이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한 태도와 기

을 의미한다(김은정, 2018). 유사한 개념으로 성 역할 고정 념은 특

정 문화권 내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뚜렷한 실체로 생각하여 일반

51) 이는 신가정경제학의 기본 인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52) 박미라·제남주(2019)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낭만  결혼 으로 인해 결혼 

동기가 약화되고 결혼이 늦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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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과 남성의 태도나 특성, 행동 양식에 해 획일 으로 규정

해버리는 일련의 생각을 의미한다(참고: 김동일, 1991; 김경숙, 2018). 

성 역할 가치 은 성 역할 분배에 한 단에 따라 통  가치 과 

성 평등주의  가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문

화로 인해 남성 심의 성차별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어

왔으나(김경신·이선미, 1998) 근 화·산업화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  

지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기존 성 역할에 한 

고정 념과 양성 평등  가치 이 마찰을 이루고 있다. , 학 진학 

과정이나 노동시장 내에서는 강한 경쟁 속에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

어지는 한편 가정에서는 여 히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유교 

문화에 따른 성 역할 규범이 강조되면서 가치  변화와 맞물려 집단 

간 혹은 역 간 괴리와 이 부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53).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 역과 가정 역 간 성 역할의 괴리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54). 컨  Hochschild 

and Machung(2012)는 일 이 그의 서 「Second Shift」55)에서 가

정  직장 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별에 따른 모순된 역할 문제를 

‘지연된 명(stalled revolution)’56)이라는 개념으로 언 한 바 있다.

53) 통계청(2020)이 발표한 「생활시간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  유배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4시간 4분으로 유배우 남성(1시간)의 4배 이상에 해당된다. 가

사노동의 성별차이는 맞벌이나 외벌이 가정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맞벌이 가

정의 경우 여성이 평균 3시간 7분을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반면 남성은 54분으로 3배 

이상의 간극이 있었다. 여성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시

간 59분으로 여성(2시간 36분)에 비해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

는 어드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지연된 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4)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에 해 논의한 Chesmais and Verstraete(1996) 역시 유사한 

에서 선진국의 경우 사회 내 여성의 권한(empowerment) 상승이 오히려 출

산 상을 방지할 것이라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에 해 설명한 

바 있다(Chesmais, 1996 재인용).

55) 여성의 경제활동과 련하여 Goldin(2006)은 여성이 생계 등 경제  필요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실 을 추구하게 되는 변화를 

‘조용한 명(The Quiet Revolu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 다.

56) Hochschid and Machug(2012)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 으나(노동시장의 유입), 

변화한 여성과 달리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변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태를 ‘지연된 명

(stalled revolution)’으로 설명하 다. 즉, 일하는 여성(아내 혹은 엄마)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여 히 다수 직장은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요구받는 역할(family demands)

에 유연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역시 다수 남성이 이들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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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 련 요인(W)과 결혼·출산

  (1) 일 만족도의 개념과 측정

일(work) 련 요인의 향력 규명을 해, 본 연구는 ‘일에 한 

반 인 만족도(overall work satisfaction)’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일에 한 반 인 만족 여부를 일 역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반 인 감정에 한 리변수(proxy variables)로 활용할 것이다.

일반 으로 일 만족( 는 직무만족57))은 직업이나 직무에 한 업

무태도로(Currivan, 1999) 개인이 직무 는 반 인 직장생활을 통

해 느끼는 정서  반응이나 정 이고 우호 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

다(Glisson & Durick, 1988; Locke, 1976). 그 에서도 일에 한 

반 인 만족도는 근로자의 일 반 인 상황에 한 정서 인 반응으

로 설명할 수 있다(Mottaz, 1986). 

일 만족도 측정과 련하여, 일에 한 여러 하  역을 구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별문항의 평균합으로 반 인 만족도를 측정하

는 방법도 있으나, 총체 인 의미에서 일 만족도를 단하기 해서

는 일반 으로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일 반에 한 만족도를 측정

하는 경향이 있다( : Mottaz, 1986; 오민지·안선민·이수 , 2017; 유

성경·임 선, 2016).

정에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해 자는 남성들이 남자다움(manhood)

을 넘어 집안일 속으로 역사  이동을 해야 한다고 언 한다.

57) 일 만족(work satisfaction)의 경우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

반 으로 가정 역과 함께 논의하는 경우 일 만족 개념을 주된 논의 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와 측정 문항 등을 고려하여 ‘일에 한 반 인 만족도

(overall work satisfaction)’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개념  정의에 있어서 선

행연구에서 두 개 개념의 개념  정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직무만족에 한 이론  논의를 포 으로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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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 만족도와 결혼·출산

행정학 분야에서 일 만족도에 한 선행연구들은 개 일 만족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제시하거나(오민지·안선민·이수 , 2017) 

일 만족도가 이직이나 조직성과와 같은 결과변수들에 미치는 향

( : Mosadeghrad et al., 2008; Mobley, 1977)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가정학 혹은 경 학 역의 경우 기혼 직장 여성을 

심으로 일 만족도에 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 Boles et al., 

2001; Mottazl, 1986; 유성경·임 선, 2016). 이때 일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  요인과 근로특성요인으로 구분되며 근로특성요

인의 경우 주로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이나 일-가정 양

립(work-life balance)과 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일-가정 이(spillover) 이론에 따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

는 경우 일 만족도가 개인의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향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일과 가정 역 사이에서 여성의 선택

을 설명하는 Hakim(2000; 2003)의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 자원

이론, 역할이론(role theory)의 차원에서 개인의 일에 한 만족감이 

결혼과 출산의 의사결정에 향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개인의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일 련 요인이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기 으로 진행하 던 기존 인구·

경제학  요인 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

우 그것이 실제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에 해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만일 과거

의 통념과 다르게 여성의 삶에 있어서 일의 존재와 의미가 가정 역

에서의 역할과 나아가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결과가 주는 의미 한 매우 정 일 것이다. 일 

련 요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개인 삶의 다양성에 한 내용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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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  지원(S)과 결혼·출산: 자원 이 (transfer)의 에서

  (1) 사회  지원의 개념

사회  지원(social support)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나 일반 으로 개인이 인간 계 수 에서 인지하거나(perceived) 받게 

되는(received) 모든 정 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Thoits, 1995). 여기에서 지원의 제공 주체인 인간 계는 일반

으로 가족, 친구, 동료(coworker) 그리고 이웃 등과 같은 사회 반을 

의미하나 국가의 정책  지원58) 역시 사회  지원의 범 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 김 기·양지숙, 2012; 박주희, 2016).59)

일반 으로 사회  지원의 유형은 제공되는 자원의 형태에 따라 크

게 정서 (emotional) 지원과 도구 (instrumental)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Shakespeare-Finch & Obst, 2011; Beehr & McGrath, 1992; 

Adams et al., 1996)60). 이  정서  지원은 신뢰, 애정, 친 감, 는 

정  환류와 같은 에 보이지 않는 정서 인 도움을 포함한다. 도

구  지원의 경우 경제 ·물질  도움과 같은 실재 (tangible) 도움

과 정보제공과 같은 정보  도움을 포함한다는 에서 정서  지원과 

58) 자원 이 (transfer) 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은 공  자원 이 (public transfer)

에 해당된다. 이 외의 경우 사  자원 이 (private transfer)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9) 김 기·양지숙(2012)은 사회  지원을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 차원의 사회  지원

으로 구분하고 있다. 박주희(2016) 역시 사회  지원의 측정에 있어 사회  지원을 

공식  지원과 비공식  지원으로 구분하고 공식  지원을 사회 기  서비스 지원  

문가 지원으로 설명하 다. 이들 모두 정부 기 이 제공하는 정책  지원을 사회  

지원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다.

60) 사회  지원에 한 최근의 이러한 구분은 기 연구에 해당하는 House(1981)의 

서에 기반한다. House’s model에서는 사회  지원을 1) 정서  심, 2) 도구  원조

(aid), 3) 정보 지원, 그리고 4) 칭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House, 

1981). 그러나 후속연구들에서는 정보  지원이 실질 으로 도구  지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사한 의미에서 칭찬이나 존  역시 정서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에서

( : Semmer et al., 2008) 사회  지원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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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사회  지원은 개인에게 정서 ·도구  지원61)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증가시킨다. 자원 이

(transfer)의 에서 개인의 가용자원 증가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의사결정에 향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선행연

구들에 따르면 사회  자원들은 개인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경

험하게 되는 스트 스 상황에 한 완충재(buffer)로 기능하며 궁극

으로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과 삶의 질(well-being)에 향을 

다(House, 1981; Thoits, 1995).

  (2) 사회  지원의 종류와 결혼·출산

결혼·출산 결정에 하여, 사회  지원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locus)에 따라 크게 가정 내 지원과 가정 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

다62). 이때 가정 외 지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조직 지원과 정부 

(정책) 지원으로 다시 구분된다.

먼 , 가정 내 지원은 주로 가정에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요구를 경

감시키거나 이에 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일련의 사회  지원을 의미

한다. 가정 내 지원에는 남편의 지원과 남편 외 도움, 즉, 양가 부모

님, 친지, 혹은 그 외의 가사  보육도우미와 같은 타인의 가사 도움

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내 지원 에서도 가장 요한 요인

61) 이러한 자원에는 경제  자원뿐 아니라 시간 자원  심리  자원이 포함된다

(Hewitt & Baxter, 2012).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 따라 심리  자원을 정서  자원과, 

물리  자원을 도구  자원과 유사한 의미로 병용하고자 한다. 

62) 사회  지원에 한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업무 스트 스와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 등에 심을 가지고 시작·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한 논의는 거

의 없는 편이다. 다만, 일-가정 갈등이나 업무 소진  스트 스에 한 연구에서 사

회  지원을 직장 내 지원과 직장 외 지원과 같이 장소 혹은 원천(source)에 따라 구

분하고 있으며( : Adams et al, 1996; Beehr, 1985) 여기서 말하는 직장 외 지원에는 

배우자, 가족  친구 등 직장 외부의 지원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경우 결혼·출산

에 심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  지원의 종류를 가정 내 지원과 가정 외 지

원으로 구분하고 가정 외 지원에 직장 내 지원과 정부 지원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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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는 남편지원은 아내가 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  

지원으로 남편의 실질 인 가사분담이나 정서  지원과 같은 여러 형

태의 도움과 원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시간·에 지 자원의 

차원에서 여성의 가정 내 역할과 그로 인한 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비공식 ·공식  남편 외 가사지원이 가정 내 지원으로 여성의 

가족계획이나 출산 련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 내 

지원과 출산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 계 내 정서  지지와 

건강  스트 스에 해 논의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들의 경우 가족

지원의 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분담( : 장한나·이명

석, 2013) 이나 양가 부모님의 생존 여부나 동거 여부 등이 기혼여성

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향 등에 해 살펴본 바 있다( : 정은희·최

유석, 2013; 한 선·이연숙, 2014).

가정 외 지원은 가정 외의 역에서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향을  수 있는 정서 ·도구  지원을 포 한다. 그  재 경제활동

을 하는 경우 조직(기업) 차원의 지원이 가정 외 사회  지원  하

나로 포함될 것이다. 상사·동료 계 등 직장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사

회  지원은 다양하겠으나, 일반 으로 일하는 여성에게 있어 가족친

화정책  일·가정 양립정책에 한 인지 정도나 조직의 제도유무, 혹

은 실제 제도사용 경험 등이 결혼·출산의 의사결정과 하게 련

된 사회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 기·양지숙, 2012). 취

업 여성을 상으로 한 출산 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여성의 경제활

동 여부 자체나 종사상 지  는 고용형태 등에 심을 가져왔기 때

문에 련 논의는 많지 않으나 일 이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다수 연

구에서 일·가정 역에서 조직 지원의 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이 가정 외 사회  지원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정부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

는 일련의 출산 응정책과 이로 인한 지원 인식들을 포함한다(김

기·양지숙, 2012 참고). 련하여, 앞서 언 하 듯, 출산 응정

책의 효과에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거시 단 에서 논의되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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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미시-거시 간 연계에 한 필요성과 함께 출산장려 ( : 송

헌재·김지 , 2013)이나 육아지원기 의 충분성( : 황정은·한송이, 

2017) 혹은 출산장려정책( : 김일옥 외, 2011)이 개인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  지원의 효과는 결혼·출산·양

육의 책임을 개인 혹은 가족책임에서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확장하고 련한 책임과 의무를 이들이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여성 

개인이나 부부에게 추가 인 정서 ·도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

족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경제 ·시간 ·심리  부담을 이고 이

로 인한 스트 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개인 삶의 다양성

 1) 생애이행단계와 결혼·출산

결혼·출산 결정에 하여, 여성의 삶은 생애단계에 따라 결혼 과 

결혼 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혼 후는 첫째 아이 출산 과 첫째 아

이 출산 후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방식은 출생 

상의 가장 큰 요인  하나인 인구학  요인(비혼  만혼의 증가, 

기혼자의 무자녀 선택(출산 거부), 한 자녀 선호(둘째 자녀 거부)에 

한 논의를 총체 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의미 있다.

삶의 생애이행단계를 기 으로 여성의 삶을 구분하는 것은 거시변

수 주의 국가 단  연구의 근방식과 구분된다. 출생 상을 야

기하는 인구·경제·사회문화  요인을 넘어 미시단 에서 개인의 행태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에서 학문 ·정책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의 3차 기본계획에서도 청년

층의 취업과 결혼까지 고려한 출산 응정책을 제공하고자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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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책의 효과성에 해 논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의 연

구 역시 생애이행단계를 기 으로 결혼  집단, 결혼 후 첫 자녀출

산  집단, 그리고 둘째 자녀출산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

석을 진행한 바 있다.

‘미혼 여성’을 연구의 상으로 할 때, 연구의 종속변수는 ‘결혼의향’

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배우자 출산 경향으로 인해 비혼과 만혼 

상이 국가  출산 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을 미루

어볼 때, 20-40  미혼자를 상으로 결혼의향 여부와 결혼의향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해 살펴보는 것은 결혼 뿐 아니라 출산의 

선제  조건에 해 악하는 단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혼여

성’을 연구 상으로 하는 경우,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을 종속변수로 

할 수 있다. 그 에서도 본 연구는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이 ’의 

무자녀 가정과 ‘첫째 아이 출산 이후 둘째 아이 출산 ’의 한 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을 구분하여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자녀출산의 경험 혹은 재 자녀수가 향

후 추가 출산 결정과 의향에 큰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정연·

김한곤, 2015; 송헌재·김지 , 2013). 결과 으로 자녀수를 구분하지 

않고 출산의향에 해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출산 련 

논의에 있어 주요 집단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자녀 기혼여성을 상으로 첫째 아이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요

인에 해 살펴보는 것은 부부의 출산 지연과 출산 거부에 한 실마

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추가 출산의 경우 첫 아이 

출산 이후의 경험에 근거한 부부의 선택이 반 될 것이므로(최지훈·

안선희, 2018) 한 자녀 가정을 상으로 둘째 아이 추가 출산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특히, 결혼과 출산 

간 연결고리 약화 문제와 함께 딩크족이나 한 자녀 선호 가정이 증가

하는 최근의 세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구분은 결혼·출산 문제에 한 

이론 ·정책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 있다.63)

63)  세계 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수 의 합계출산율 기 을 고려해볼 때( 출산

의 기 =합계출산율 1.3,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합계출산율 1.5) 국가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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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

에 해서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언 하 던 출산

율을 결정하는 인구·경제학  요인과 개인의 가치 , 그리고 여러 사

회  지원 요인들이 출산의향뿐 아니라 실제 기혼여성의 출산 이행에

도 향을 미치는지, 혹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이행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한 통합 인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출산

혼인상태나 자녀 여부뿐 아니라 여성의 재 경제활동상태 역시 결

혼  출산 의사결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

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직장 련 요인이 결혼·출산 의

사결정에 향을 미칠 것이며 이 외에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경험하

게 되는 서로 다른 상황이나 역할인식 등이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상

이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유하는 자원(resource)64)의 측면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주는 

의미에 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역할이론(role theory)에 따

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개인은 일 역과 가정 역에서 기 하

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일반 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

정 역에서의 요구하는 수요와 직장 역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동시

에 충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간과 에 지 자원 사용에 여러 제약

을 발생시킨다. 즉, 보유한 자원에 비해 여러 역에서의 역할요구

(role requirements)와 기 가 많아 역할갈등(role conflict)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김태희·오민지, 2017), 개인의 역할갈등은 

단기 으로 직무스트 스  우울감, 소진(burn out)을 야기한다. , 

문제는 결혼과 첫째아 출산 여부 외에도,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지 여부에 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두 개 집단을 논의의 상으로 삼았다.

64) 여기서 자원(resources)은 정서  자원과 도구  자원을 포 하며 개인의 역할수행에 

있어 각 역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이거나 추가 자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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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으로는 개인에게 둘  하나의 역할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일-가정 는 가정-일 이(spillover) 이론을 용하는 경우 경제활

동이 두 역에서의 역할수행에 정 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역에서의 수요가 다른 역에서의 역할수행을 

해하는지 혹은 진시키는지에 따라 일-가정 역 간 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Folkman, 1984; Voydanoff, 2004). 일 역과 가정 

역 간 이는 이의 방향에 따라 일-가정 이(work-to-family 

spillover)와 가정-일 이(family-to-work spillover)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정  이와 부정  이로 나뉜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정 

역에서 요구하는 수요와 직장 역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동시에 충

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간  에 지 자원의 손실을 수반하지만, 

물질 (경제 ) 자원이 증가하거나 이 외에 자아실 감이나 직무 만

족, 조직몰입 등 개인의 정서 ·심리  자원 증진으로 인해 가정 역

에 정 인 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  

이는 두 역할의 양립 가능성을 제로 한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

음으로써 소득과 같은 경제  자원이 상 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취업자와 구분되는 요인들이 미취업자의 결혼이나 출

산의 의사결정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결혼·출산에 가지는 요성을 고

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개인 삶의 특성을 구별하고 

이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 인 논의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

동은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다고 생각할 수 있으

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에 충

분한 시간·에 지 자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 오히려 경

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상 으로 결혼·출산에 필요한 많은 물질 ·

정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세부집단에 따른 다양

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가 미치는 차별  

향력에 한 구체 인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 69 -

4. 소결: 결혼·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

출생 상에 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의 양  팽창에도 불구하고 

련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아직까지 많은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단 에서 여성의 결혼과 출산 의사결정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가정경

제학의 이론65)들을 제외하면 미시단 에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

정요인에 해 총체 으로 살펴보고 이를 경험 연구를 통해 규명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신가정경제학 이론의 경우 아직까지 결혼·출산

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지만 최근 이론의 제에 한 비

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여성의 소득, 교육수 , 그리고 경제활동참여 

등 이론이 제시하는 주요변수(인구·경제학  요인)에 한 경험연구 

결과들이 일 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항 이론이나 수정된 모형의 제

시가 필요 인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결혼과 출산

에 있어 국가·사회의 지원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선행

변수들에 한 고려가 필요해졌음에도, 아직까지 신가정경제학 이론

을 심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을 규명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었다. 한 안  모델의 부재

로 인하여, 인구·경제학  요인 외 다른 변수에 한 논의들은 개별 

학문 분야에 따라 제한 으로 논의된 한편 통합모델의 제시와 규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즉,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최근 가정학, 경

제학, 심리학, 행정학 등 개별 학문 분야에서 인구·경제학  요인 외

에 다른 설명변수의 향력에 한 논의가 분 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국책 연구기  보고서에서도 련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하거

나 총체  에서 결혼·출산의 결정요인에 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65) 미시경제 에서 결혼과 출산의 비용과 효용에 해서 논의해왔던 신가정경제학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인 자본)이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 비 임 , 는 

시간 리(time allocation) 측면에서 개인의 결혼·출산 결정을 설명하 다. 이에 교육

수 , 경제활동 여부, 소득 등 사회·경제  요인이 요한 설명변수로 기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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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나66) 아직까지 련 요인들을 구체 인 실증 분석을 통

해 통합 으로 규명하는 시도는 미비했다.

기존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학문 ·정책  시사 을 제공하

기 하여, 본 연구는 오늘날 여성의 삶에 있어 결혼과 출산에 향

을 주는 요인들을 간략한 형태(reduced-form)의 통합모형67)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통합모형에는 기존 인구·경제학  

요인(혹은 개인의 사회·경제  특성) 외에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에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한 통합

인 고려가 포함된다.68)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은 [그림 3-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먼 , 결과(outcome or output) 변수에 해당하는 결혼  출산 결정은 

결혼 혹은 출산에 한 의향과 이행 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인의 결혼·출산 결정(O)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인구·

경제학  요인(D)과 가치  요인(V), 일 련 요인(W), 그리고 사회

 지원 요인(S)으로 구성된다. 이때 사회  지원은 자원 제공이 이

루어지는 장소 혹은 주체에 따라 가정 내 지원(HS), 조직 지원(WS), 

그리고 정부 지원(PS)으로 다시 나 어진다.

66) 이와 련된 경험 연구들은 주로 응답자의 인구·경제학  요인을 통제변수로 두고 

심 선행변수가 결혼·출산의 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즉, 인구·경제학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 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개별 변

수의 향력에 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혼·출산의 결정요인에 한 

총체 인 설명을 어렵게 하며 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에서도 정책의 우선순 와 상의 선정 등

에 있어 포 인 시사 을 주기에 어려움이 있다.

67) 통합모형의 서술방식은 Lynn, heinrich, and Hill(2001)이 제시한 모델을 참고하 다.

68) 사회·문화  요인을 포함한 거시  요인 역시 출산의향에 향을  수 있다. 를 

들어 주택가격 상승, 경제 기  낮은 고용률 등은 결혼의향에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상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동일한 코호

트(20-40 )이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시  요인

들을 논의에서 제외하 다. 나아가 연구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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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f  (D, V, W, S)

O = 결과(outcome) 는 산출(output)

   ; 결혼·출산 의향, 결혼·출산 이행, 자녀 수

D = 인구·경제학  요인(demographic-economic factors)
   ; 교육수 , 소득(자산), 경제활동상태, (나이, 건강상태)

V = 가치 (value)
   ; 결혼(자녀)가치 , 성역할가치  등

W = 일(work) 련 요인
   ; 일 만족도 등

S = 사회  지원(social support)
   ; 가정 내 지원(남편지원 등), 조직 지원, 정부(정책)지원

[그림 3-1]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

본 연구의 이러한 근방식은 인구·경제학  요인들을 심으로 결

혼·출산을 설명해왔던 기존 신가정경제학의 논의와 구별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델의 설정은 1) 개개인의 합리  선택에 의

한 결혼·출산 계획과 그 이행을 존 하고, 2) 자원의 획득과 이

(transfer)에 기반하여 이를 설명하며, 3) 궁극 으로 인간이 개인의 

효용(utility)이나 행복( 는 삶의 질) 추구의 에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함을 설명하고자 하 다는 에서, 신가정경제학의 논의에 반(反)

한다기보다는 이를 오늘날 실에 맞게 확장·보완하는 노력의 일환이

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모델에 한 가설의 설정과 구체 인 검증에 있어

서, 본 연구는 개인 삶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세부집단을 구분하고 집

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 인 분석을 할 것이다. 이때 개인 삶의 다양

성 구분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애이행단계와 경제활동상태를 기

으로 할 것이다. 구체 인 세부집단 구분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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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집단을 구분하여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델에 하여 살펴보

는 것은 개인 삶의 특성을 반 한 수요자 심의 출산 응정책 개

발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통

합모델 자체의 강건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에서도 의미가 크다. 개

별 분석모형에 한 자세한 논의는 이하의 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 3  분석모형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1. 결혼의향의 개념과 선행요인

결혼의향(marriage intention)은 개인이 실제 결혼을 선택하거나 하

려는 의지를 말한다. 결혼의향은 결혼에 한 의지69)를 나타내기 때

문에 결혼 이행을 측하는 가장 요한 선행변수로 여겨진다(원아

름·박정윤, 2016; 김은정, 2018; 김 백, 2013). 결혼의향에 한 연구

는 가족학, 인구학, 경제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는 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69) 결혼의향은 자신의 상황에 한 고려를 반 한다. 즉, 결혼의향에는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 연령, 결혼상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Stein ,1981). 

그러나 본 연구는 20-40  미혼여성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선택이 불가능하

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혼의향으로 개념을 한정한다.

결혼 (A)
결혼 후(B)

무자녀 한 자녀

체 A B-1 B-2

취업 A-1 B-1-(1) B-2-(1)

미취업 A-2 B-1-(2) B-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35)의 세부집단 구분 참고

[표 3-2] 연구의 세부집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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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과 비혼 문제가 우리나라 출생 상의 가장 큰 원인  하나로 

주목되면서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정책  

심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활발한 논의가 상된다.

결혼에 한 학문  논의는 주로 경제학  에서 설명되어 왔다. 

Becker(1973; 1974)의 ‘결혼에 한 이론(A Theory of Marriage)’은 

결혼을 경제학  에서 본 선구자  연구이자 재까지 가장 향

력 있는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결혼은 결혼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  

선택 결과이며 개인은 미혼으로 남을 때보다 결혼으로 얻는 효용이 

높은 경우 결혼을 선택한다. 이때 소득, 교육수 , 상 와의 임  차

이 등이 고려의 상이 된다. Becker(1981)에 따르면,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교육수 과 기 소득증가 등 사회경제  지  향상은 결혼·출

산에 한 유보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혼에 부정 인 향을 

다. 한, 여성의 소득향상은 결혼으로 인한 이득(gain)과 일-가정 

역에서의 성 역할 분배 필요성을 감소시켜 결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국책보고서 등 재 다수 결혼에 한 보고서들은 Becker

의 에서 한국사회의 출산 상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0a; 2010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한편, 후속 연구들에( : Sweeney, 2002) 따르면 소득, 취업 여부, 

교육수 으로 표되는 경제  배경이 결혼에 미치는 향은 남성을 

상으로 하는 경우 시 , 자료, 분석방법에 상 없이 일 이나 여

성의 경우는 그 지 않을 수 있다. 이론  논의나 거시 단  연구에

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교육수 의 향상이 혼 연령을 늦추고 

결혼을 감소시키는 반면 개인 단  연구에서는 변수 간 계가 무의

미하거나 오히려 정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Oppenheimer, 1997; 

Goldstein & Kenny, 2001). 최근 국내 선행연구 역시 여성의 경우 경

제요인에 의한 결혼설명력이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이수진, 2005; 김정석, 2006; 이상호·이상헌, 2010).

Becker(1973; 1981)의 이론에 상반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

은 여성 개인의 삶에 있어 사회  지 의 향상이 실제 결혼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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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향만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

편으로, 기존의 사회경제  요인 외에 미혼 여성의 결혼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한 논의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하겠

다. 후자의 측면에서, 개인의 가치 (결혼가치 , 자녀가치 , 결혼연

령규범, 양성평등의식), 결혼기회구조인식(일·가정양립에 한 인식, 

직장만족도), 결혼지원정책 등에 한 논의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 : 이삼식, 2006; 이삼식 외, 2005; 김혜 ·선보 , 2011). 

한편, 결혼의향에 하여, 개인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

는 자발 인 이유와 비자발 인 이유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  이유

는 1) 일에 집 하기 해, 2)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3) 구속과 책임감이 싫어서, 그리고 4) 결혼·출산이 여성에게 불리하

다고 생각해서 등이 있을 것이다. 비자발  이유는 주로 1) 고용불안

이나 낮은 임 수 과 같은 경제  요인과 2) 시간 부족이 포함된다. 

만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비자발  이유에 의

한 것이라면 이는 취업이나 주거 지원 등 경제  요인에 한 정책으

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발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

는 개인 가치 이나 역할(role)과 한 계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

 측면의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70). 

2.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의향

결혼의향 등 결혼의 결정과 이행에 심을 가지는 다수 선행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  특성과 인구학  요인들을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논의해왔다(권소  외, 2017; 임선 ·박주희, 2014). 그 에

서도 가장 요한 요인들로 여겨지는(김혜 ·선보 , 2011) 가구소득, 

경제활동참여상태, 그리고 교육수  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에 

70) 실제 보건사회연구원(2019b)에 따르면, 만19세~49세 성인남녀를 상으로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 해 조사한 결과, ‘독신에 한 여유로움과 편

안함’(26.2%)이 ‘불안정한 일자리’(27.6%)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성의 경우 련 응답이 31.0%에 달하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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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1)72).

 1) 가구소득과 결혼의향

가구소득은 한 가구의 경제  수입을 의미한다. 미혼자에게 가구소

득이란 가구 구성에 따라 본인 개인 혹은 본인과 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소득을 포함하며 개인의 사회  지 (계층)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구성 가구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가구소득은 실제 

결혼을 이행할 수 있는 물질  자원의 양을 가늠하게 한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가구소득이나 부모 경제력은 결혼 기 주거비용이나 결

혼비용마련에 향을  수 있다(권소  외, 2017; 김 백, 2013: 6).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비용에 한 부담이 크고 이를 사회 년생인 미

혼 남녀의 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부모의 경제  

지원이 결혼 이행에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임선 ·박주희, 

2014). 결과 으로 미혼자의 가구소득은 결혼시기를 결정하거나 결혼

의향  이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상되며, 련 실증연구결

과 역시 가구소득이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강·어성연, 2013; 김혜 ·선보 , 2011).73)

한편, Goldscheider and Goldscheider(1999)는 부모에 한 의존  

에서, 오히려 부모의 경제  자원이 많을 때 자녀의 결혼이 늦어

질 수 있다고 언 한 바 있다. 실제 문선희(2012)도 미혼여성을 상

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미혼여성이 결혼할 의향

71) 이 외에도 나이와 재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 요인들이 결혼의향에 향을  수 있

다고 생각되어(김혜 ·선보 , 2011; 문선희, 2012) 통제변수로서 논의에 포함하 다.

72) 최근 연구들은 경제활동상태나 교육수  등 신가정경제학을 기반으로 설명된 일부 

변수들의 방향성에 한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에 한 면 한 

고찰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립  에서 통합모델에 속한 요인들의 효과를 면 히 

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설도출은 신가정경제학을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 과 이해의 편의를 해 다수 연구가 기반으로 하는 

통념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정하 다.

73) 김 백(2013)에 따르면 직업의 유무를 통제한 경우 가구소득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통제변수에 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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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짐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1: 미혼여성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74)

 2) 경제활동참여와 결혼의향

경제활동참여 여부 역시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향을 주는 요

한 요인이 된다. 고 인 논의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

성에게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경제 으로 독립하게 함으

로써 ‘가정 내 성별분업(sexual division of labor within households)

와 비교우 에 따른 효용극 화’라는 기존의 결혼 논리75)에서 벗어나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감소시키고(Becker, 1973; 1974)76) 결혼의향을 

없애게 된다.

그러나 자원 확보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경제활동참여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비해 물질  자원의 축 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74) 본 연구가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패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다는 을 고려하여 가설의 서술에 있어 ‘가능성’이라는 표 을 사용하 다. 이는 종

속변수의 특성  2차 자료 사용에 따른 측정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이후 모형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연구결과에 해설에 있어서도 가능성 는 확

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설명변수의 경우 측정방식에 따라 역시 다른 

가설 표 을 사용하 다.

75) Becker(1973; 1974)는 성별에 따른 비교우  차이를 제하며 결혼 후 남성은 노동 

시장(일 역)에서 여성은 가정 역에서 특화  분업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소득

결합으로 인한 공동소비 극 화에 효율 이라고 주장하 다. 논의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분업과 그로 인한 효용극 화가 결혼 선택의 유인이 된다. 때문에 Becker의 논

리에 따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혹은 사회경제  배경이 상승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결혼에 부정정인 향을 주게 된다. 

76)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실제 국가의 결혼율 하락과 출산 상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교육수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 Bloom & Bennett, 1990). , 

노동여건과 혼인율과의 계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을 때 체 인 혼인율은 

증가하지만, 여성의 혼인율은 낮아진다(Blau et al 1999; Willis & Maichael, 1994)고 

주장하여 여성의 사회경제  지 와 결혼 간 부정  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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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선택가능성을 높이고(Hewitt & Baxter, 2012) 비자발 인(경제

) 이유로 인한 결혼 지연과 포기를 막을 수 있다. , 소득으로 인

한 경제  자원 증가는 결혼 시기와 결혼 이행 조건(주거, 출산  양

육 등)에 한 결정권을 부여하여 결혼의향을 높일 것이다(김희정, 

2018: 202). Oppenheiner(1997) 역시 오늘날 성 역할과 소비유형 변화

에 따라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  지 와 노동시장에서의 역

할이 요해지면서 경제  자원이 많은 여성이 결혼 시장에서 우 를 

가지며 결혼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한 바 있다.

아직까지 다수 이론  연구들과 거시 단 의 분석들, 그리고 개인 

단 의 경험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결혼 간 부정  상

계를 설명한다. 그러나 개인을 상으로 한 최근 경험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김희정, 2018: 22; 김 백, 2013)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결혼의향의 계에 한 더 많은 경험  논의

가 필요해 보인다. 이견의 여지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다수 

논의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2: 미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

성이 낮다.

 3) 교육수 과 결혼의향

교육수 은 사회경제  수 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리변수(proxy 

measure)이며 미혼여성의 결혼 선택과 련이 상된다. 교육수 과 

결혼에 한 선행연구의 논의 역시 기존 논리와 최근의 연구들 간 상

반된 논의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  에서, Becker(1973)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  향상은 

여성의 기 소득을 높이며 기 소득 증가는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면서 결혼의향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여성의 

경우 교육수 이 높을수록 결혼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Isen & 



- 78 -

Stevenson, 2010; Bennett et al, 1989). 결혼에 한 국내 다수 논의

들 역시 Becker(1973; 1981)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컨  이창순

(2012)은 교육수  상승에 따른 사회경제  지 의 상승이 여성으로 

하여  결혼에 해 거부감을 가지게 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

는데 기여하 다고 주장하 다. 일부 경험 연구들 역시 여성의 높은 

교육수 과 결혼의향 간 부정  상 계를 규명한 바 있다(김혜 ·

선보 , 2011; 김 백, 2013).

한편, 교육수 과 결혼의 계에 있어서, 여성의 높은 교육수 이 

결혼 시기를 늦출 수는 있으나 혼인율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

장이 있다(Oppenheimer, Blossfeld, & Wackerow, 1995). , 최근 학

자들을 심으로 ‘여성의 교육수 과 결혼 간 정  계에 한 새

로운 논의77)’가 두되고 있다(Goldstein & Kenny, 2001: 509). 이들

은( : Okun, 2001; Barcher & Santow,1998)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여성의 교육수 과 결혼은 정  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련하여 

해외를 심으로 교육수 과 결혼 간 정 인 계 규명하는 연구들 

역시 나타나고 있다(Goldscheider & Waite, 1986; Thornton, Axinn, 

& Teachman, 1995; Goldstein & Kenny, 200178)). 국내의 경우, 최근 

권소  외(2017)의 연구에서 미혼여성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결혼의향

이 높음을 규명하 다. 이 듯 교육수 과 결혼의향의 계 역시 이

견의 여지가 많으나 본 연구의 가설 설정은 우선 으로 기존 신가정

경제학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H1-3: 미혼여성의 교육수 이 높은 경우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77) A new pattern of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women’s education attainment and 

marriage (Goldstein & Kenny, 2001)

78) Goldstein and Kenny(2001)에 따르면 교육수 과 결혼 간 정  계는 Becker(1973; 

1983)의 이론과 아주 다르지는 않다. 교육수 이 높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환

받기 때문에 여성의 높은 인 자본이 결혼시장에서 정 으로 작용하면서 교육수

이 높은 사람끼리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결혼으로 인한 이득(benefit)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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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 만족도와 결혼의향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일에 한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향

을  수 있다. 일반 으로 일과 가정은 시간 사용  자원의 측면에

서 교환 (trade off) 계에 있기 때문에 일 역에서의 역할이 가정 

역에서의 역할과 양립하기 어려울 때 개인은 우선순 에 따라 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

혼 과 후의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기 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

에 만족하고 몰입하고 있을수록 결혼·출산에 한 부정  인식이 늘

어나고(은기수, 2004) 결혼의향을 낮출 수 있다. 일 만족도에 련하

여, 실제 김혜 ·선보 (2011)의 연구결과 일-가정 부정  인식이 높

고 직장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7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142)80)의 조사결과 역시 미혼여

성의 직장만족도가 높은 경우 결혼의향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선호에 따른 선택을 설명· 측하는 Hakim(2000; 2003)의 선호

이론(preference theory)은 일(market work)과 가정(family work) 사

이의 선택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Hakim(2003; 2007)은 오늘날 

여성을 선호 차이81)에 따라 1) 가족 심 (home-centered), 2) 일 

심 (work-centered), 그리고 3) 응 (adaptive/ambivalent) 여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이  가족 심  여성(약 20%)은 아

이와 가정에 우선순 를 두며 결혼 후에 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길 

79) 김혜 ·선보 (2011: 28)은 이를 결혼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여러 기회

비용들이 미혼여성의 결혼이행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

80)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상당수 미혼여성들이 결혼

을 재 일보다 우선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1) 선호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가치 , 삶의 목 , 그리고 우선순 에 있어 이질

(heterogeneous)이며 이에 따라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결정(choice)을 한다. 

한, 응  유형의 여성은 사회 정책, 고용정책, 경기부양 등 정부정책이나 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가족 심  여성은 고용정책에 반응하지 않고 일 심  여

성은 가족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에서 이질성이 존재한다(Hakim 2003; Vitali 

et al, 2009 참고).



- 80 -

선호한다(as homemaker). 반면에, 일 심  여성(약 20%)은 인생에 

있어 일(employment)이나 정치, 스포츠, 술 등 활동에 우선순 를 

가지며 딩크족의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다수 여성

에 해당하는 응  여성(약 60%)은 혼합된 우선순 를 가지며 기본

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combination)를 이루고자 한다. 응  여성

들의 경우 체로 결혼 후에도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이나 본인의 커

리어에 완 히 몰입하지는 않는다. 응  여성의 부분은 일과 가

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며,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출산 후 일을 그만두거나 임시직을( : part-time jobs or  

temporary work) 선택하게 된다. 선호이론의 82)에서, 일 심  

여성의 경우 일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이 

크며(Vitali et al., 2009: 416) 응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 정책이나 지원에 향을 받는다. 선호이

론을 개인의 반 인 상황으로 확장한다면, 개인이 일 심 인 선

호를 가진 경우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 , 응  여성의 

경우 역시 일과 가정의 계에서 혼합된 우선순   어딘가를 선택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일 일에 한 만족감이 개인의 정서  자원, 즉, 자아효능

감이나 심리  안정감 등을 크게 높인다면 가용자원의 증가에 따라 

개인의 결혼의향에 정  향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견의 

여지는 있으나 본 연구는 일반 인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다

음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4: 미혼여성의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82) 한편, Crompton and Harris(1998)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과 배경이 선호결정에 향

을  수 있다는 을 주장하며 선호이론의 인과성 문제를 언 한 바 있다.



- 81 -

3. 가치 의 변화와 결혼의향

인구·경제학  요인에 한 고려와 더불어 개개인의 가치 에 따라 

결혼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이 합리  선택만을 추

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뿐 아니라(김혜 ·선보 , 2011: 9) 어떤 

것의 선택과정에는 개인의 선호나 인식·태도 등 가치 이 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결혼의향에 한 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

는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 가치 과 결혼의향

먼 , 결혼 가치 은 결혼에 한 기본 인 태도나 선호를 반 하기 

때문에 결혼의향  결혼이행여부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인구학  가정학을 심으로 결혼 가치 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 김 미 2016; 김은정, 2018; 박

지수·이재림 2016; 임선 ·박주희 2014; 진미정·정혜은 2010). 일반

으로 결혼에 한 정 인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의향이 

높다(Kahn, 2007). 가치 에 한 경험 연구의 결과는 상 으로 많

지 않지만, 선행연구들 역시 결혼 필요성과 결혼의향 간 정  상

계를 주장하고 이를 경험 으로 증명하고 있다(Sassler & Schoen, 

1999; 문선희, 2012; 이삼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45).

H1-5: 미혼여성이 결혼 필요  가치 을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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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 역할 가치 과 결혼의향

성 역할에 한 가치 의 경우 결혼 후 직장생활  결혼생활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역할 가치 은 통  가치 을 가지고 

있는지 는 양성평등  가치 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로 단할 수 

있다. 이때, 통  가치 은 성별에 따른 역할에 해 획일 으로 규

정하는 고정 념을 반 하며(김동일, 1991) 이른바 ‘남성은 직장, 여성

은 가정’이라는 역할 인식으로 변된다. 

성 역할 규범은 최근까지  세계 으로 통용되는 가정에 가까웠으

나(정성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주의  통에 따른 남성 심

의 성차별주의(김경신·이선미, 1998)로 인해 성 역할 고정 념이 상

으로 강하다 할 수 있다83). 이에 선행연구들은 은 여성들의 가치

은 진보 으로 변화한 한편 이외의 집단  사회구조 내 가치 은 

여 히 통 이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다(김은정, 2010). 성별 분업에 해 부정  태도를 가지는 경

우 결혼시기가 늦다는 조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b)나 통

 성 역할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다는 연구(진미

정·정혜은, 2010: 45), 그리고 비 통  성 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

을 회피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이동원·김모란·김 주, 

1995)들은 여성이 성역할 규범에 해 부정 인 가치 을 가지고 있

을 때(혹은 양성평등  가치 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의향이 감소할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그러나 탈물질주의 (post-materialsist) 가치 이론과 양성평등이론

(gender equity theory)에 따르면, 여성의 양성평등의식 증가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탈근

83) 이에 오늘날까지 결혼으로 인한 가사노동  출산·양육에 필요한 시간  에 지 사

용이 여성의 역할로 여겨진다. 특히,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가사노동을 모두 담당하는 이  부담을 겪고 있다(양명숙,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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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dern) 사회의 여성들이 자아실 , 개인의 자유, 정서  안정, 

개인의 삶(life-style)을 지향하고 시할 수 있지만(Van de Kaa, 

2004) 이러한 개인 삶에 한 선호가 반드시 결혼·출산의 거부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미혼여성의 삶에서 결혼이 요

하고 그로 인해 삶이 풍족해진다고 믿는다면 여성의 결혼의향은 증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양성평등인식 혹은 성 역할 규범에 한 거부가 

결혼의향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집단 간 혹은 사회 내 양성평등

수 의 불일치와 사회제도  구조와의 괴리에 인한 것일 수 있다. 

미시단 에서 성역할 가치 과 결혼의향에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많지 않아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겠으나 이삼식(2006)에 따르

면 성분업  가치 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128)의 설문

조사 결과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여성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며 이는 여성의 양성평등인식이 반드시 결혼의향에 부정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다84).

결과 으로, 결혼 가치 의 경우와 다르게, 성 역할 가치 과 결혼

의향의 계의 경우 기존 논의와 최근 논의 사이에 가설의 방향성에 

한 논의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에 하여 립  에

서 논의하고자 하나 가설설정 방향성의 경우 다수의 통  논의를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H1-6: 미혼여성이 성 역할에 한 평등  가치 을 가질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84) 유사한 맥락에서 McDonald(2001)는 탈물질주의  가치 이 출산 상을 야기한다

는 주장을 생태학  오류(ecological fallacy)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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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족 가치 이 결혼의향에 향을 다는 것은 사회·경제

인 특성에 상 없이 개인이 자신의 가치 에 따라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발  동기로 인한 비혼

과 만혼 세태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의 향

은 결혼이 의무가 아닌 개인 선택의 역으로 인식이 환될수록 강

해질 것이다(진미정·정혜은, 2010). 결혼에 한 규범  태도85)에서 

벗어날수록 스스로 가지는 결혼에 한 념과 태도가 결혼을 결정하

는데 큰 향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  에서, 결혼 가치 의 

향력 유무는 출산 응정책의 범 와 수 을 결정하는 데 요한 

근거가 된다.

4. 사회  지원과 결혼의향: 조직 지원과 결혼의향

청년들이 지각하는 결혼·출산에 한 사회  지지의 기 수 이 결

혼을 결정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박주희, 2016: 

25) 결혼의향의 결정요인으로 사회  지원에 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다만, 최근 여성을 둘러싼 사회구조 환경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 McDonald, 2006) 출산 상의 원인  하나로 

만혼과 비혼 등 결혼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국가 연구기 을 

심으로 출산 응정책과 결혼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2019). 이

에 정책에 한 인식과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향에 한 학

문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 김혜 ·선보 , 2011. 박주희, 2017).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가족친화정책(넓게는 일·가정 

양립정책)에 한 인지 정도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

을 것이다. 역할이론(role theory)의 에서 육아휴직제도과 같은 

85) Cherlin(2004)는 결혼제도의 의미와 기능이 감소되는 상을 “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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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제도의 지원은 일 역과 가정 역 간 역할갈등(role 

conflict)을 감소시키는 정  효과를 래한다(Thomas & Ganster, 

1995). 미혼여성의 경우 혜택의 직  당사자는 아니지만, 잠재  수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김태희·오민지, 2018) 제도에 한 인지 정도가 

실제 결혼의향에 향을  수 있다. 험이론(risk theory)의 에

서도 조직의 제도  지원은 결혼으로 인한 미래의 험과 비용을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외에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나 조직 지원이

론(organizational support theory)의 용을 통해서도 조직 지원제도

의 정 인 향력을 상할 수 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성

원의 삶이나 복지 등에 한 조직 차원의 혜택이 개인(조직구성원)으

로 하여  조직에 한 호혜성 규범(Eisenberger et al., 1990; Grover 

& Crooker, 1995)을 형성하면서 구성원이 겪는 스트 스와 소진감 등

을 일 수 있다. 더불어, 선호이론에서 언 한 응 (adaptive), 일 

심 (work-centered) 여성들은 이러한 조직의 사회  지지에 한 

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결정에 있어 결혼 자체에 한 우려보다는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인

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86) 우리나라 여성 부분이 결혼 

후 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가사노동 반을 담당하는 이 부담

을 안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불가능으로 인한 경력단  험을 

상하기 때문에, 실제 미혼여성에게도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유무가 결혼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미혼여성을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일-가

8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 미혼여성은 재 직장생활이 결

혼계획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정 인 향을 다는 응답도 

약 30%(28.8%)에 가까웠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육아가 직장생활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는 문항에는 연령, 소득, 직종에 상 없이 크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 다. , 

같은 조사에서 결혼·출산 후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한 경우, 그 사유에 해 물

었을 때 게 아이를  사람 혹은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으로 응답하 다. 이에 결

혼의향에 한 조직 지원 논의에 있어 결혼지원제도보다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제

도(일·가정 양립제도)에 한 고려가 더 합하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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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양립에 한 부정  인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김혜 ·선보 , 2011). 

H1-7: 미혼여성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 4  분석모형Ⅱ: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

1. 출산에 한 개념과 선행요인

출생 문제에 한 심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한 논의는 인구문

제로서 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  논의나 국가 단 87) 연구 

주로 논의된 반면, 미시단 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심을 둔 연

구들은 상 으로 부족했고 실증연구들 역시 많지 않은 편이다(우해

·장인수, 2019: 86; 주효진·곽경희·조주연, 2010). 다만 최근 여성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심리학 등을 심으로 개인 상 연구들이 나타

나고 있어 향후 활발한 논의가 상된다.

개인 차원의 출산 련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은 출산의향

(birth intention)과 출산이행(birth behavior)이다. 이  출산의향은 출

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며 출산이행은 실제 자녀를 출산하

는지에 한 여부를 말한다. 출산의향은 출산 행 를 측하는 선행

변수로 실제 출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만( : 우해 ·장인수, 

2019) 계획과 실제 행  간 괴리가 나타날 가능성88)도 존재하기 때문

87) 출산 련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거시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출산의향이나 이행과 논의할 때 생태학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88) 계획행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출산의향과 출산행  간 계를 구조

화하고 이들 간 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련한 실증 연구

들은 아직 많지 않은 형편이다(Ajzen, 1991; Ajzen & Kloba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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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성의 출산 선택에 한 논의에 있어 두 변수를 구분하여 살펴보

는 것은 논의의 의미가 있다.

출산 여부나 출산 의사결정에 한 학문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에서 논의되어 왔다. Becker(1960; 1981)의 ‘출산결정모형’은 출산

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결정모형은 자

녀를 하나의 재화(household product)로 간주하고 비용과 효용의 

에서 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설명한다. 즉, 부모는 자

녀(child)를 통해 효용89)을 얻으며 비용편익 비교를 통한 합리  의사

결정의 결과로 출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정생산물로써 자녀는 다른 

재화들에 비하여 시간집약  투입을 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나 

안정된 일자리와 같은 사회경제  자원의 존재는 부모로 하여  출산

을 결정하게 하는 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Becker(1981)에 따르면 교육수  증가, 경제활동참여 등 여성의 사

회경제  지  상승이 출산 결정에 부정  향을 다. 여성의 지

와 기 수익상승이 출산에 한 기회비용 상승을 래하여 자녀에 

한 수요를 낮추기 때문이다. , 시간 가치 모델에 따라 가사노동과 

자녀 돌 은 통 으로 여성이 담해왔기 때문에 남성의 소득은 자

녀출산에 하여 소득효과(정의 효과)가 있는 한편 여성의 소득은 가

격효과(부의 효과)가 있다(Becker, 1981). 이러한 가정 하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출산과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시간의 감소를 

의미하며 아이에 한 기회비용을 높여 궁극 으로 여성이 출산을 미

루거나 거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Becker and Tomes(1976)의 Quantity-Quality 이론은 자

녀수(quantity)와 자녀의 질(quality)  수 이 상충한다는 가정을 제

시하여 부모가 자녀의 질을 높이기 해 투자하게 된다면 한정된 자

원 하에서 자녀수 증가 신 자녀에 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음을 

89) Becker(1981: 210)에 따르면 자녀는 소비재(consumption goods)의 성격을 가지며 자

녀가 주는 효용은 심리 (psychic) 만족을 포함한다. 한 자녀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물질  자원과 부모의 시간  자원이 결합된 가정생산물(household product)에 해당

한다(Beck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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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다90). 즉,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일정 수  이상의 자질이나 

수 을 갖추길 기 하는 경우 자녀에 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수와 질  수 이 상충 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련하여 Lundholm and Ohlsson(2002)는 Becker의 모형에 부모의 자

녀 돌  시간을 제약식으로 추가하여 모델을 재구성한 바 있다. 논의

에 따르면 자녀의 질은 시장에서 구매한 보육서비스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의 합으로 결정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생 상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연구들이 Becker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91)( : 이삼식·최효진,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출산 결정에 한 Becker(1981) 이론에 한 

비 과 함께 추가 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가정경제학자들의 이론  가정에 한 한계( : Berk & 

Berk, 1983)나 특히 성별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제하는 Becker의 

가정92)에 한 비 들이 표 인 다( : Grossbard-Shechtman, 

2001: 109; Woolley, 1996). 련하여 김수정·김은지(2007)는 성별 분

업에 한 Becker(1981)의 논의가 성 립 인 외양을 띄고 있으나 

90) Becker and Tomes(1976)의 Quantity-Quality 이론은 자녀수(quantity)와 자녀의 질

(quality)  수 이 상충한다는 가정을 제시하여 부모가 자녀의 질을 높이기 해 투

자하게 된다면 한정된 자원 하에서 자녀수 증가 신 자녀에 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때, 자녀의 질(quality of children) 제고는 자녀에 한 투자와 연

되며 더 넓은 집(아이를 한 방), 더 좋은 교육 제공 등이 자녀를 한 비용으로 

지출된다. 즉, 이 경우 자녀를 한 지출이 자녀의 수 증가와 상충되는(trade off) 

계를 가지는 것이다(Doepke, 2015). 이러한 논의는 가구소득이 증가하거나 출산에 

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출산장려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실제 많은 연구에서 교육비 부담과 출산 감소의 계를 입증하고 있다

( : Murphy, 2010).

91) 더불어, 앞서 언 하 듯, 다수 연구·보고서들이 거시단 에서 출산 원인(인구·

경제학  요인)을 설명하고 있어 미시단  혹은 개인 선택에 한 논의는 많지 않다.

92) Becker(1960; 1981)가 언 한 성별 분업에 한 가정이 이념 (ideological)이며 가부

장 (patiriarchal)인 입장을 가진다는 주장이 젠더  시각에서 꾸 히 제기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이 시장에서의 기 소득이 낮기 때문에(시장활동에 필요한 

인 자본을 더 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분업을 통해 문화를 실 하는 것

이 가계 운 에 효율 이다(Becker, 1961; 1981). 이러한 주장을 효율성 에서만 

생각한다면, 성별에 계없이 부부  한 명의 (기 )소득이 높은 경우 다른 한 명이 

가사노동에 념하는 것도 효용극 화 방법이 된다. 그러나 해당 논의의 경우 기본

으로 생물학에 근거한 성별 차이를 제로 하 다는 에서 비 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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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혹은 효율성 이면에서 작동하는 구조화된 젠더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신가정경제학이 제시하는 기존 가정에 한 비 과 더불어, 국가 출

산율 결정에 있어 사회·문화  요인의 향력을 강조하는 최근 이론

 논의들은 미시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한 설명의 한계를 주장한다

( : Preston, 1987; Pollak & Watkins, 1993). 즉, 인구·경제학  요인

의 향력도 요하겠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 가치  변화나 국

가의 문화나 사회제도, 정책환경에 따라서도 출산율이 결정될 수 있

기 때문에(Engelhartd et al., 2004; McDonald, 2000; 2006) 이러한 요

인들에 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한 ‘결혼·출산

에 한 통합모델’은 통 인 결혼·출산 설명모형으로 기능해 온 

Becker(1960; 1981) 이론에 한 최근의 비 과 추가변수에 한 고

려 필요성을 반 한 수정모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목 으로 개인 단 에서 기혼여성의 출

산의사결정에 향을  것이라 생각되는 인구·경제학  특징 외 가

치 , 일, 그리고 사회  지원 등의 향력을 통합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인 분석에 있어 본 연구가 1)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의 두 

개 종속변수를 사용한다는 , 출산의향의 논의에 있어서 2) 무(0)자

녀 가정과 한(1)자녀 가정을 구분하여 세부그룹에 해 살펴보았다는 

, 마지막으로 3)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차별  향력을 반 하

고자 하 다는 은 특징 이다. 통합모델의 용은 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출산의향  실제 출산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학문 으로도 이론 ·분석  함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  에서 향후 수요자 심의 차별화된 정책개발에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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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경제학  요인과 출산

개인을 분석 단 로 하여 진행된 출산 련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주로 개인의 소득, 경제활동유무, 교육수  등 사회경제  특징과 인

구학  요인으로 출산의향  출산이행에 해 설명해왔다( : 김경

아, 2017; 김사 , 2009).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교육수 과 같은 사

회경제  특징을 심으로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93)

 1) 가구소득과 출산

가구소득은 한 가정의 경제  수 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가

구소득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물질  자원의 양을 의미하기 때

문에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을 설명하는 매우 요한 결정요인으로 여

겨진다. 높은 가구소득은 경제 인 이유로 인한 출산 지연과 포기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 등 자녀출산으로 인한 지출이 

가계소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비부모 입장

에서 출산을 결정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높은 가구소득

은 물질  자원뿐 아니라 시간 자원의 에서도 출산 선택에 기여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시

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 가사·보육도우미)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이

다(참고: Lundholm & Ohlsson, 2002). 개인의 시간 소비를  자

원으로 쉽게 체할 수 있는 경우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사나 

출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김사 , 2009; 정은희 등 2013). 

그러나 가구소득과 출산의 계는 일 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성

93)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 이외에 나이와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학  요인들 역시 출산의

향과 출산이행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 서정연·김한곤, 2015; 송헌재·김지

,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32)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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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진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의향이나 자녀수가 증가하

는 경향은 있으나 소득이 낮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 로 아주 높다고 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McDonald 2001). 앞서 언 한 바 있는 Becker and Tomes(1976)의 

Quantity-Quality 이론 역시 자녀수와 자녀의 질이 상충한다는 설명

으로 가구소득과 자녀 수 간 비일 인 계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두섭(2007)은 가구소득과 출생아 수는 V자형의 계를 주

장한 한편 이삼식(2016)의 경우 완만한 역 U자형 패턴을 보인다고 주

장하고 있어 다양한 주장과 상반된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계에 한 논의 여지는 있으나, 일반 으로 많은 경제 ·물질  

자원은 출산의향  이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1-1: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H2-1-2: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2) 경제활동참여와 출산

인과 계에 한 이견94)은 있으나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 의

사결정과 한 상 계를 가진다. 이  여성을 상으로 할 때 경

제활동 참여와 출산 간 계는 체로 부정 으로 설명된다. 표

으로 Becker(1981)의 논의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녀출산에 있어 가정 내 자원 확

보가 요하나 여성의 소득은 자녀출산에 부  효과(가격효과)를 주

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과 양육에 

94)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종사상 지 가 출산 결정에 향을  수 있는 한편(Waite 

& Stolzenberg, 1976; Hout, 1978), 반 로 출산이 경력단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에 부정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Smith-Lovin & Tickamye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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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수 있는 가용시간의 감소를 야기할 뿐 아니라 출산에 한 기

회비용을 높여 여성이 출산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한다.

수요 이론(demand or rational choice theory)의 경우 역시 경제활

동참여와 출산 간 부정 인 상 계를 주장한다. 수요 이론은 출산

에 따른 비용과 이익으로 출산 결정을 설명하며(McDonald, 2001) 오

늘날 자녀의 가치(price or cost) 감소에 주목하 다.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부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기 해서는 1)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거나, 2) 가구소득이 늘거나, 그 지 않다면 3) 아이와 다른 

재화(goods)에 한 효용함수가 변해야 한다95)(Becker, 1981).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  계는 일 역의 역

할과 가정 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할 갈등

(role conflict)에 한 논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일-가정 갈등

(work-family conflict)은 개인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

(시간·에 지 자원) 내에서 직장과 가정의 역에서 요구(demands)되

는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부담감  스트 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Greenhaus et al., 2001). 일-가정 갈등이 심

한 경우, 개인은 결국 여러 역할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Greenhaus et al., 2001; Greenhaus & Powell, 2006). 만약, 

일-가정 갈등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보다 노동시장에 남

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고 단하거나 일에 한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여성은 출산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96)

경제활동과 출산 간 계에 해 논의한 국내 선행연구들 역시 여

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 인 향력을 규명해왔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05b) 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는 출산 감

소로 이어진다. 김 숙(2007)의 연구에서 역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상 자녀수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

95) Coleman(1998)은 아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득은  없으나 정

량화하기 어려운 내재  가치(immanent values)가 있다고 주장하 다.

96)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와 달리 기혼여성의 경력단  상이 뚜렷하게 나타

나며 여성의 연령과 고용률 간 “M자 패턴”이 존재한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17)



- 93 -

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첫째아  둘째아 출생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이삼식·최효진(2014)의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모든 

출산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 는데 그에 한 해설로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경력단 을 피하기 해 첫째아마  포기하

는 경향이 있음을 언 하 다.

그러나 출산 혹은 일-가정 양립에 한 최근 논의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의향과 출산에 정 인 향을  수도 있다.97) 경

제  에서,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물질  자

원 증가(소득)를 야기하며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이유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얻게 

되는 소득이 보육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요구되

는 시간 소비를 충당한다면98) 여성이 가정에서 느끼는 요구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99). 

련하여, Engelhardt 외(2004)는 국가 간 사례 비교를 통해 일·가

정 양립이 가능하다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정 인 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한, 최근 OECD 회원국을 상으

로 한 시계열 자료를 보면 90년  이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은 합계출산율과 정(+)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OECD 2014; 

이삼식·최효진, 2014 재인용)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향  출산이

행이 정 인 계를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유럽의 출산 

패턴에 해 논의한 Billari and Kohler(2004: 165) 연구에서도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1975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출산율과 부(-)

 상 계를 보 으나 1996년에는 오히려 정(+)  상 계를 보이

97) Greenhaus and Powell(2006)에 따르면 물질  자원 증가 외에도 일-가정 향상

(work-family enrichment) 효과로 인한 정  향이 상된다. 이는 일 만족도에 

한 논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98) 문직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나 시간 사용에 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가족·친

족의 도움이나 돌  서비스를 극 으로 활용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손

승연, 2005).

99) 혹은 Becker(1981)의 논의를 젠더보상(gender-deviance neutralization)이 아닌 교환

이론(exchange-bargaining theory)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져오는 

경제  자원이 남성보다 큰 경우 비교우 에 따라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합리

 결정이 될 것이다(Becker, 1960 참고; 오지혜, 201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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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자료는 국가 단  자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단 에서 경제활동참여와 출산 간 더 많은 경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100).

분석에 앞서, 역시 이견의 여지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

들의 일반 인 논의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2-1: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

능성이 낮다. 

H2-2-2: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산이행 가능성이 

낮다.

 3) 교육수 과 출산

교육수  역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이행에 향을  수 있다. 

기존 이론  논의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 이 높아지고 교육 기간

이 늘어나면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진다(Marini & Hosdon, 1981).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quality)에 한 기 가 커져 

자녀의 수보다 자녀의 질을 높이 는데 집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김두섭, 2007; Becker and Tomes, 1976).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 에 

하여, Beets(1997)는 여성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기 소득이 높아

지고 사회  지 가 상승하여 출산 련 태도  행태에 부정  향

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기혼여성의 교

육수 이 높을수록 출산의향과 출산이행 모두 감소할 것이 상된다.

그러나, 이론  논의와 다르게, 교육수 과 출산 간 선행연구의 결

과는 일 이지 못하여 기혼여성의 교육수 과 출산에 한 더 많은 

경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교육수

과 출산 간 부정 인 계를 증명하고 있으나(Beets, 1997; 한국보

1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차년도 여성가족패  자료를 사용한 문선희(2012)에 따르면 

차이검증 결과 여성의 고용이 결혼의향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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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회연구원, 2005a; 2007; 이삼식·최효진, 2012: 82) 반 로 높은 교

육수 이 출산시기를 앞당긴다는 결과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김태

헌 외, 2005; 김은지 외, 2010; 안종범 외, 2010). 련하여 Berk and 

Berk(1983: 380)은 기혼여성의 교육수 이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가

정에서의 생산성 외에 추구하는 삶의 방식(life style), 가족 형태나 양

육방식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것이 출산(household production)에 여러 

다른 방향으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수 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향은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박다은·유

계숙(2011)의 경우 여성 교육수 과 출산 간 정(+)의 계를 여성의 

높은 교육수 이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을 진하는 소득효과

(income effect)가 이를 억제하는 체효과(substitution effect)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수 과 출산의 계 역시 연구 간 이견의 여

지가 많으나 본 연구의 가설의 설정은 기존 신가정경제학의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H2-3-1: 기혼여성의 교육수 이 높은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

이 낮다.

H2-3-2: 기혼여성의 교육수 이 높은 경우 출산이행 가능성이 낮다.

  4) 일 만족도와 출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일에 한 반 인 만족감 역시 기

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이행에 향을  수 있다. 일 역에서의 역할

수행과 가정 역에서의 역할수행은 시간과 에 지 자원 활용에 있어 

교환 (trade off) 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해 어떠한 인식

과 애착심을 가지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지가 

결혼이나 출산을 결정하는 데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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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은기수(2004)는 재 일에 해 만족하고 가치를 두는 경우 결

혼과 출산에 한 부정  인식과 태도가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녀나 한 자녀에 한 선호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 여성의 선호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일과 가정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해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Hakim(2000)의 선호이론에 

따르면 가족 지향  선호를 가진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 일 지향  

여성들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응  여성들의 경우 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 신 일을 선택하여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10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에 한 만족감이 출산의향과 실제 출산에 

부정 인 향만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일-가정 이(spillover)

이론에 따르면, Voydanoff(2004)는 한 역에서의 수요(demands)가 

다른 역에서의 역할을 해하는지 혹은 자원(resource)이 되어 진

하는지에 따라 일-가정 역 간 정  혹은 부정  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수요는 일과 가정의 각 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요구(role requirements), 역할기 와 가정 혹은 조직의 일원으로

서 겪어야 하는 조직의 규범(norm)을 의미하며 자원은 다른 역에서

의 수요를 이거나 추가 인 자원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

들을 의미한다(김태희·오민지, 2017).

일-가정 역 간 정  이( 는 상호작용)에 해 논의하는 연

구들에 따르면, 다 (multiple) 역할의 수행은 개인의 심리  웰빙을 

진시킬 수 있으며(Barnett & Hyde, 2001) 개인의 일에 한 만족 

역시 개인 행복을 증진시킴으로써(Rice, Frone, & McFarlin, 1992) 정

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각 역에서의 역할수행은 다른 

역에서의 역할에 한 부담과 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에

서 정 으로 작용한다(Voydanoff & Donnelly, 1999). 결국, 이 연구

들은 일 역의 존재와 수행, 그리고 이에 따른 향력이 가정 역

으로 정 으로 작용하여 일-가정 진(facilitation) 는 일-가정 

101) 선호이론에 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 pp.79-8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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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enrichment)의 효과가 나타남을 주장한다(Voyadanoff, 2004; 

Greenhaus & Powell, 2006). 일-가정 역 간 정 인 계에 한 

국내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으나 양정선(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일하는 기혼여성의 일에 한 만족이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만족도와 출산 의사결정 간 계 역시 기존 논의들 사이에 이견

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앞선 가설설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

배 인 논의를 우선 으로 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2-4-1: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

이 낮다.

H2-4-2: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낮다.

3. 가치  변화와 출산

국가 출생 상 설명에 있어 사회문화  요인이 강조되면서 개인 

단 의 연구에서도 가족 가치 에 한 심이 나타나고 있다( :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05a; 이삼식, 2006; 김주희·고선강, 2015). 출산의

향  출산이행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결혼 가치 과 성 역

할 가치 을 심으로 개인의 가족 가치 이 출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결혼 가치 과 출산

먼 , 결혼 가치 은 결혼에 한 반 인 인식과 태도를 의미하며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에 한 가치 단으로 볼 수 있다(박

주희, 2016; 문선희, 2012). 결혼 가치 은 개인의 결혼의향  이행에 

향을  뿐 아니라 출산에 한 인식 역시 반 한다(이삼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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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 체 으로 통 이고 규범 인 가

족 가치 을 향유하고 있을 것이다.

결혼 가치 102)과 출산 결정의 계에 해 논의한 경험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선행연구에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a)에 따르면 

결혼 필요에 한 정  가치 이 출산이행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자녀수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 을 

때, 결혼 가치 이 출산이행에 주는 정  향력은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무자녀와 

한 자녀 가정에서는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못했다.103) 이 외에 주효

진·곽경희·조주연(2010: 224) 연구 역시 결혼 가치 과 출산 의지 간 

정(+)의 상 계를 규명한 바 있다. 일반 으로 결혼 가치 은 출산

의향이나 이행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

나 결혼 필요  가치 이 기혼여성의 총 자녀수와 기 자녀수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 이삼식, 

2006) 이에 하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H2-5-1: 기혼여성이 결혼 필요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의향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H2-5-2: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이행 가능

성이 높다.

 2) 성 역할 가치 과 출산

성 역할에 한 가치  역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에 유

의미한 향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 하 듯 성 역할 가치

102)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향을 미치는 가치  요인을 단하기 해서는 자녀 가치

이 결혼 가치 보다 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미혼자와 기혼자간 비교의 

편의를 해 가족가치 의 리변수로서 결혼가치 과 성역할가치 을 포함하 다.

103) 분석은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 으며 결혼가치 과 더불어 연령, 학력, 일자리 유

무, 가구소득, 남편 고용상태 등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생활만족도를 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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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 역할에 한 규범  가치 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평등  가치

을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로 단할 수 있다. 이론  논의에 따르면, 

여성의 양성 평등  가치  증가는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며 가치 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

용한다(이삼식,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그러나 생각건 , 개인의 성 역할 가치 은 그 자체만으로 출산의향

과 이행의 여부에 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구조나 실제 가정 내 상

황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언 하 듯, 오늘날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성 역할 가치 의 변화나 여성의 높은 양

성평등인식이 낮은 자녀수나 출산의향에 인과  향을 주는 것이기

보다는 여성 개인의 성 역할 가치 이 남편이나 사회구조의 그것과 

크게 괴리될 때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

고, 남편과의 가사·양육분담이 하게 이루어지며, 육아 친화  사

회구조가 보장될 때 국가의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음을 언 하고 있

다( : McDonald 2006; Kohler, Billari & Ortega, 2001).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부분 국가 수 의 이론  논의에 해당하여 추후 더 많

은 경험  연구의 축 이 필요해 보인다.104)

한편, 개인 단  연구의 경우, 이삼식(2006)의 연구에서 성분업  

역할 가치 은 기혼여성의 출생 자녀수  기  자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효진·곽경희·조주연(2010)

의 연구에서는 성 역할에 해 규범  인식을 가진 경우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 역할 가치 과 

출산 간 계에 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는 

양성평등  가치 과 결혼과 출산이 갈등 이라는 기존의 다수 논의

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04) Greenstein(1996)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평등 인 가치 을 가질

수록 가사노동을 균등하게 분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만일 가사  양육에 

한 성 역할 인식이 배우자 간 상이하고 실제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인식의 립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가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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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1: 기혼여성이 성 역할에 해 평등  가치 을 가질수록 출

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H2-6-2: 기혼여성이 성 역할에 해 평등  가치 을 가질수록 출

산이행 가능성이 낮다.

4. 사회  지원과 출산

자원 이 (transfer)의 에서 사회  지원(social support)은 기혼

여성에게 추가 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미혼일 때에 비해 가사·보육노동 등 가정에

서의 역할요구가 과 해지며 여성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두 역에서의 역할요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

간과 에 지 자원의 소모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원을 

남편을 포함한 외부  지원으로 보고105) 이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사회  지원은 가정 내 지원과 가정 외 지원으로 구분한다.

 1) 가정 내 지원과 출산

  (1) 남편가사분담

가정 내 지원은 남편의 가사분담과 남편 외 가사를 돕는 사람의 존

재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남편지원에 하여, 남편의 가정 내 가사 

 육아 력수 은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105) 선행연구에서는 양육지원의 하 변인을 남편의 양육참여와 사회  지원으로 구분하

고 남편 양육참여를 가정 내  요인으로, 가정 외  요인은 사회  지원으로 분류하

기도 한다( : 김종훈·양소 ·성지 , 2013). 본 연구의 경우, 분석의 단 가 가정이 

아닌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의 지원 역시 사회  지원으로 보았고 사회  지원이 

발생하는 장소(locus)에 따라 가정 내 지원과 가정 외 지원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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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된다(Kunzler, 2002; 이재경 외, 2005; 최지훈·안선희, 2018).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부담 정도 역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가사분담은 아내의 시간과 에 지 

자원 소비를 경감해  뿐 아니라 심리  지지로 인한 정서  자원 

역시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다(최지훈·안선희, 2018). ,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편 가사분담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우울감, 

소진 등을 막고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으로써 추가 출산 

결정에 크게 향을  수 있다(김종훈·양소 ·성지 , 2013).

남편지원의 효과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다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 비해 자

녀가 있거나 많아질수록 가정에서 요구되는 시간  에 지 자원의 

양은 많아질 것이며, 일반 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가사분담의 공평성 감소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Shelton & John, 1996; Robinson, 1988; 오지혜, 2016) 남편의 극

인 분업은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한정된 

시간과 에 지 자원 하에서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일 역에서 요

구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가사분담정도가 

출산의향  출산을 결정하는 데 결정 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련

하여 Beets(1997)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

동에 한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 출산 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일-가정 양립이 문제 되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늦게 그리고 

게 가지려 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많은 연구들이 

출산 상을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성별 간 불평등과 연결하고 있

다( : McDonald, 2000; 2006).

실증 연구들 역시 남편의 가사분담이 여성의 출산의향  출산에 

향을  수 있음을 경험 으로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Torr and 

Short(2004)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 내 가사분담 정도가 둘째아 출산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는데, 가사분담 정도에 따라 가정을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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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모던커 , 간커 , 통  커 )으로 나 었을 때 가사분담이 

높은 가구의 둘째아 출산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

지 않을 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박수미(2008)의 연

구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남편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아 출산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율 

등 부부간 형평성 제고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향을 입증하 다.

H2-7-1: 기혼여성이 남편 가사분담에 만족할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H2-7-2: 기혼여성이 남편 가사분담에 만족할수록 출산이행 가능성

이 높다.

  (2) 남편 외 가사도움

유사한 에서 남편 외에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의 존재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했던 가사  양육의 부담을 부모님이나 친지, 혹은 

시장의 가사 도움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게 하면서 기혼여성의 출산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타인의 가사 도움은 가정 역에서 요구되는 

총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뿐 아니라 도움 주는 타인의 존재로 인한 정

서 (심리 ) 자원 역시 제공 가능하다. 특히, 여성이 경력단 을 결

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38.2%)인 것을 고려할 때(통계청, 

2020106)),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지원 효

과는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련 논의는 많지 않지만 가

사 도움을 주는 타인의 존재는 여성의 일-가정 혹은 가정-일 역 간 

정  이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일 시장가격보다 

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부모  친지의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시간에 한 (경제 ) 구매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추가 인 자원을 지

106)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URL: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

Detail.do?idx_cd=3039) (2020.09.23.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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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받을 수 있다. 

남편 외 지원에 련한 경험  연구들은 주로 가정학 분야에서 부

모 지원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련 논의들이 양가 부모님의 생

존 는 동거 여부 등에 주된 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 한 선·이

연숙, 2014) 실제 남편 외 가사 도움 반의 효과에 해 살펴본 연구

는 많지 않으나 본 연구는 타인을 통한 실질  가사지원이 기혼여성

의 가사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시간 ·정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H2-8-1: 기혼여성이 남편 외 가사도움을 받는 경우 출산의향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H2-8-2: 기혼여성이 남편 외 가사도움을 받는 경우 출산이행 가능

성이 높다.

 2) 조직 지원과 출산

  (1)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 정도

가족 내 지원과 더불어 다수 선행연구들은 가정 외 역에서 제공

되는 사회  지원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organ, 2005; Brewster 

& Rindfuss, 2000, McDonald, 2006). 이러한 가정 외 지원에는 조직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정부·지자체 차원의 출산 응정책이 

포함된다. 조직 지원  정부 지원은 모두 여성의 일 역 혹은 가정 

역에서의 역할 부담을 여 다는 에서 추가 인 자원을 제공한

다. 먼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조직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기혼여성의 출산 결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 역에서 제

공되는 가족친화제도는 직장에서의 역할요구와 가정에서의 역할요구

를 조정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최지훈·안선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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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20)107)에 따르면, 2019년 기  우리나라의 여성의 1/3 

이상이 결혼, 임신·출산, 양육·돌 을 이유로 경력단 을 경험하고 있

으며 경력단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35.7%) 다시 직장

에 복귀한 비 은 반에 미치지 못해(43.2%) 여 히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자녀를 직  키우기 원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 경력

단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제도가 

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 을 방지하는 육아휴직 제도에 한 

인식은 일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여

성가족부,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여성 노동에 한 수요와 

공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여성  가정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제도 

정비  지원의 확 가 필요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혹은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에 한 논의는 조

직·인사 분야의 제도  하나로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상 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조직 지원이론(organizational support theory)에 따르면 정책에 한 

인지만으로도 호혜성 규범을 형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정 인 행태변

화를 야기한다(Eisenberger et al., 1990; Grover & Crooker, 1995; 김

태희·오민지, 2018). 실제 제도의 수혜 상이 될 수 있는 기혼여성들

에게 육아휴직에 한 인지는 출산에 한 정 인 인식을 높이고 

경력단 험의 감소로 인한 스트 스 완화를 야기하는 등 출산의사

결정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조직 차원에서의 정  경험은 일·가정 이 이론(spillover)에 따

라 가정 역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 컨  직무요구-자

원 모델(job demands-resource model)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가 

직무자원  하나로 구성원들로 하여  일·가정 갈등이나 이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수 있으며(Dolcos & Daley, 

107) 같은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  여성 비율은 차 감소하고 있고 산 후휴가  육아

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어 기업문화가 가족 친화 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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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러한 일 역에서의 자원 제공이108) 가정 역에서 요구되는 

역할  자원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하는 일-가정 진작용

(facilit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Voydanoff, 2004). 

정리하자면,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는 취업상태

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정서 ·도구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의향 

 이행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논의로 서

정연·김한곤(2015)은 출산 련 정책의 정책지지도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증가함을 주장한 바 있다.

H2-9-1: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H2-9-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2) 일·가정 양립 제도사용 여부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과거 출산 시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사용 경험이 추가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당시에 겪었던 본인의 경험이 향후 

추가 출산의향에 큰 향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출산 이후 

련 정책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제도의 직 인 수

혜자이기 때문에 출산에 한 정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출

산으로 인한 경력단 에 한  역시 감소할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일·가정양립정책이나 가족친화정책에 한 다수 경험  논의들이 

조직 내 가족친화정책의 도입유무나 인식 정도 혹은 만족도를 심으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109)( : 김 기·양지숙, 2012; 김태희·오민지, 

108) 한 직무자원의 제공은 직무요구와 련한 물리 ·심리  비용을 감소시킨다

(Schaufeli & Bakker, 2004).

109) 이는 단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논의의 제약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실제 련 연구에 사용되는 다수 공개 자료들이 제도 이용 경험 보다는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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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실제 사용에 한 선행연구는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을 상으

로 한 연구 외에는 많지 않으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주는 의미는 

제도 인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논의의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H2-10-1: 한 자녀 여성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정부 지원과 출산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이 기혼여

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에 향을  수 있다. 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출산 응정책들은 정책 상자 개인에게 물질

·정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  지원 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다(김 기·양지숙, 2012: 256). 

거시 단  연구들의 경우, 최근 국가 출산율 원인에 한 논의에 있

어 인구·경제  요인 외에 국가의 제도나 구조변화, 혹은 정책  역할

이 강조되고 있어 련 이론  논의가 활발하며( : Gauthier, 2007; 

Kohler, Billari & Ortega, 2006; McDonald, 2000; 2006) 실제 개별 

출산 응정책이나 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Gauthier & Hatzius 

1997; 이석환, 2014; 최상 ·이명석, 2013; 이충환·신 섭, 2013). 그러

나 마찬가지로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을 상으로 한 논의나 출산장

려 의 향 외에 실제 기 지방자치단체 수 의 출산 응정책 제

공 수 이나 규모 등이 개인의 출산의향  이행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지자체의 출산 응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갈음할 수 있

한 만족도나 인식도 혹은 도입여부를 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이용 경험에 

한 문항이 있는 경우 역시 응답자 수의 부족 등으로 논의의 한계가 있다. 이용 경

험 는 사용률에 한 논의들은 게 조직 단 의 논의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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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하나는 일반회계 비 ‘보육가정  여성’에 해당하는 

산이다. 이 산은 기 지방자치단체 단 에서 운 되는 산으로 

출산 업무와 보육과 육아 련 정책  지원을 포함하며 이 밖에도 

출산, 결혼 개 등의 업무를 포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응 산의 규모를 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1,000명당 보육시설 수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인 라 수 을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가정  여성 산이 정

부 지원의 산 규모를 의미한다면 인구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정

부 지원의 범 에 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하여, 정책이 개인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연

구에 한 연구결과는 아직 으며 일 이지 않은 편이다. 다만 한

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사회경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육아 서비스 이용률은 기  자녀수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공립 보육시설 수는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했다. 이 외에도 한 선·한송이(2017)에 따르면 육아지원기

의 충분성이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

속변수의 분석단 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2001-2015년 역 시·도 패

자료를 활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a)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

면 지역의 보육료 혜택이 시기에 따라 일 이지는 않지만 시도 단

 합계출산율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지자체 지원 반에 한 논의는 아니지만 송헌재·김지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장려 이 한 자녀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

산의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도 기  시군구 

단  출산장려 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 여성의 출산 결정에 향을 주는지에 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 으로 정부 지원은 기혼여성에게 사회  

지원으로 작용할 것이 기 된다. 이에 정책의 형성과 효과에 한 기

존 논의들을 토 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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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1-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산 비 이 높을수록 기혼여

성의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H2-11-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산 비 이 높을수록 출산이

행 가능성이 높다.

H2-12-1: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인 라 수 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H2-12-2: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인 라 수 이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5. 소결

제 3 과 제 4 에서는 제 2 에서 도출한 결혼·출산에 한 통합

모형을 기 으로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모형Ⅰ)

과 기혼여성의 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모형Ⅱ)에 한 가설을 도

출하 다. 가설의 도출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와 새로운 논의들이 충

돌하고 있거나 경험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여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양쪽의 논의를 균형 으로 제시하고자 하 다. 다만, 가설의 방

향 설정에 있어서는 다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신가정경제학의 

논의나 기존 다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논의를 기 으로 삼았다. 

그러나 추후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개별 요인의 방향성에 해 규명

하고 이를 립 인 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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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연구모형

1. 분석모형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모형인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분석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구·경제학  요인(D)

· 가구소득
· 경제활동상태
· 교육수

· 나이
· 건강상태

종속변수(O)

가족 가치 (V) ➔ 결혼의향· 결혼 가치
· 성 역할 가치

일 련 요인(W)

· 일 만족도

사회  지원(S)

· 조직 지원(OS) 
 - 일·가정 양립 제도(OS)

*일 만족도(W)와 조직 지원(S)은 취업자에 한 함

[표 4-1] 모형Ⅰ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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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Ⅰ의 경우 체 미혼여성을 상으로 한 분석 외에도 미혼여성

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2. 분석모형Ⅱ: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모형인 ‘기혼여성의 출산에 향을 주는 요

인’에 한 분석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경제학  요인(D)

· 가구소득
· 경제활동상태
· 교육수

· 나이
· 건강상태

가족 가치 (V)

· 결혼 가치
· 성 역할 가치

종속변수(O)

➔ 출산의향
출산이행

일 련 요인(W)

· 일 만족도

사회  지원(S)

· 가정 내 지원(HS)
 - 남편가사분담
 - 남편 외 가사도움
· 조직 지원(OS)
 - 일·가정 양립 제도
· 정부 지원(PS)
 - 보육가족여성 산
 - 보육인 라

* 일만족도(W)와 조직 지원(OS)은 취업자에 한함

[표 4-2] 모형Ⅱ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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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모형Ⅱ의 경우 출산의향에 한 논의와 출

산이행에 한 논의를 구분하여 진행할 것이다. 이  출산의향에 

한 논의에서는 기혼여성 집단을 경제활동상태  자녀수에 따라 세분

화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출산이행에 한 논의 역시 

경제활동상태를 기 으로 차별 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제 2  분석 상  자료

1. 연구 상  연구범

본 연구의 연구 상은 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미

만의 여성이다.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특정 성별에게만 해당하는 문

제는 아니며 부부 혹은 모든 청년세 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이나 본 

연구는 1) 출산 행 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과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2) 결혼과 출산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무엇보

다도 오늘날 여성의 삶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상을 만 19세 이상 49세 미만의 여성으로 한정

하 다. 연령 기 의 경우 합계출산율(TFR) 등 출산에 한 지표 산

정에 있어 일반 으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기 나이를 15세

에서 49세 사이로 단하고 있다는 (OECD, 2019110); 통계청, 2019)

을 참고하 다. 다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2차 데이터의 특성과 실제 

결혼과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 성

인으로 연령 범 를 최종결정하 다.

연구의 공간  범 는 한민국이다. 분석에 사용한 여성가족패

110) OECD Family Database (URL: https://www.oecd.org/social/family/SF_2_1_Fertilit

y_rates.pdf Updated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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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05년 인구주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기 으로 층화된 각 시

도별 조사구 내 가구를 기 으로 공간  범 가 산정되었으며 이때 

군 나 교도소 등 시설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b). 본 연구의 표면 인 시간 범 는 2008

년에서 2016년까지다. 이는 본 연구가 사용하는 세 가지 자료인 지방

재정연감과 통계청 지역통계 자료,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

성가족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자료의 가용 범 (기 연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패  

자료의 문항 구성이 응답자 개개인의 체 생애 기간을 고려하여 구

성되어 있고, 연구의 이론  논의 역시 결혼  출산에 한 많은 문

헌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의 실질 인 시간  범

는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자료 

자료의 수집에 있어 본 연구는 개인 수 의 패  자료와 통계청 홈

페이지  지방재정연감 등을 통해 수집한 기 자치단체 수 의 연도

별 자료를 통합하 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1-6차 년

도), 자료 지방재정연감의 시·군·구 일반회계 세출결산분석자료, 그리

고 통계청의 지역통계자료의 세 가지 자료를 수집·사용하 다.

구체 인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 의 2-6차년도 자료

를 사용하 으며111) 개별 응답자의 조사연도 거주지에 근거하여 기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매칭하여 추가하 다. 기 지방자치단체 자료로

는 지자체의 출산 지원 노력과 규모를 악할 수 있는 ‘보육가정  

여성 분야’ 산자료와 지자체의 보육 지원 인 라 정도를 의미하는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자료를 사용한다. 이들 정부 지원 련 

111) 1차년도(2007년) 자료의 경우 응답자의 기정보(가구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조사 간격과 문항 변화로 인해 1차년도는 분석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 자료는 

체 데이터 구성에 포함하여 응답자 기본정보나 자녀수 변화 등을 악하는 데 활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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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보육시설 수에 한 자료가 2010년 이후부터 제공되어 기혼

자를 상으로 하는 모형Ⅱ-1과 Ⅱ-2의 분석은 여성가족패  3-6차 

년도 자료들을 활용하 다.

하드데이터(hard data)로 구성된 자료들의 통합과 다년도 자료를 사

용한 종단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본 연구는 지 까지 이론 으로만 

논의되어 왔거나 심 분야에 따라 제한 ·분 으로 이루어졌던 기

존 결혼·출산 련 선행연구 공백을 보완하고 이론 ·정책  시사

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모형Ⅰ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한 분석의 경우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의효과(random effect)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logistic regression) 실시할 것이다. 로지스틱 분석의 경우 로빗 모

형과 달리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패

 로지스틱 분석에서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경우 시계열 기간 동안 

각 패  개체의 종속변수 값이 한 번이라도 변화한 경우만 분석에 포

함되어 자료의 손실과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고길곤, 2018; 한치록, 

2017). 이에 패  자료를 사용하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은 다수 임의

효과 모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모형 Ⅱ-1인 기혼여성

의 출산의향에 한 연구 역시 임의효과 이항 로지스틱 패  분석을 

자료명 기 명 조사시기

1 여성가족패 1~6차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2016

2 시·군·구일반회계세출결산분석 지방재정연감
2010-2016

3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

[표 4-3] 자료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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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것이다. 

출산이행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Ⅱ-2의 경우 종속변수  연구설

계 특징에 따라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모형Ⅱ-2의 경

우 본 연구가 출산에 향을  것이라 생각한 주요 요인들의 향(t

년도)이 향후 2년간의 출산이행(t+2년도)으로 이어졌는지에 해 단

하고자 하 고 이때 최근 출산이행(t-2년도) 여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설계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병합하 으며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2012년, 2014년, 2016년도 

총 3개 시 의 출산이행에 한 분석들을 별개로 실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모형의 추정은 강건한(robust) 표 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변수 측정  연구설계에 한 보다 자세한 논

의는 이후 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 3  변수의 조작화  측정방법

1. 개요

본 연구는 연구 상에 따라 모형Ⅰ과 모형Ⅱ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집단 구분에 하여, 모형Ⅰ과 모형Ⅱ의 구분 기 이 되는 혼인

상태는 여성가족패  자료  결혼경험여부112)를 묻는 질문에 한 

응답을 사용하 다.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자의 경우 모형Ⅰ의 분석

상으로 하 으며 결혼경험이 있는 기혼자는 모형Ⅱ의 분석 상으로 

삼았다. 이 외에도 경제활동참여 여부  자녀수 등을 구분하여 분석

을 달리하 다.

112) 재 혼인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혼, 사별, 별거자 역시 모형Ⅰ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논의가 비혼과 만혼 상에 을 두고 있는 

을 고려하여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자만을 모형Ⅰ의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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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여성의 결혼 선택과 출산 선택을 

구분하여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분석 역시 응변수나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들 모형들은 

모두 제 2장 제 2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에 기반하고 있다는 에서 공통 으로 논의될 필요가 크다. 

[그림 4-1]은 제 3장에서 제시한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  본 

연구에 최종 으로 포함된 변수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두 모형에 포

함된 인구·경제학  요인(D), 일(work) 련 요인(W), 가치  요인

(V), 그리고 사회  지원 요인(S)의 측정을 한 사용 문항과 측정방

법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 = f(D, V, W, S)

O = 결과(outcome) 는 산출(output)

   ; 결혼의향, 출산의향, 출산이행

D = 인구·경제학  요인
   ; 교육수 ,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나이, 건강상태)

V = 가치
   ; 결혼가치 , 성역할가치

W = 일 련 요인
   ; 일 만족도

S = 사회  지원
   ; 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정부(정책)지원

[그림 4-1] 결혼·출산에 한 본 연구의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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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화  측정방법

 1) 종속변수

모형Ⅰ의 종속변수인 미혼자의 결혼의향은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것으로 여성가족패 자료  미혼여성을 상으로 한 설문문항

을 사용하 다. 보다 구체 으로 ‘__님은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문항에 한 응답을 기 으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결혼의

향 있음(1)으로, ‘없다’거나 ‘생각해본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없

음(0)으로 구분하여 코딩하 다(김혜 ·선보 , 2011; 이삼식, 2006).

모형Ⅱ-1의 종속변수인 출산의향은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응답 

정보를 사용하 다. 출산의향의 경우 재 자녀를 출산할 의향을 의

미하며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한 응답을 기

으로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 다.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출산의향이 ‘있다’라는 경우 있음(1)으로 ‘없다’거나 ‘모르

겠다’는 경우 없음(0)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양정선, 2015; 

장한나·이명석, 2013.)113)

모형Ⅱ-1의 종속변수인 출산이행의 경우 실제 출산이 이루어졌는지

에 하여 살펴보기 하여 차년도(t+2) 조사의 출산이행 련 문항

을 사용하 다. 이는 ‘__님께서는 지난 조사 이후 임신하신 이 있습

니까?’라는 문항에 한 응답을 기 으로 하며 ‘ ’라고 응답한 경우

를 있음(1)으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를 없음(0)으로 코딩하 다. 

이 듯 차년도 조사의 실제 출산여부를 기 년도에 측정된 설명변수

에 한 결과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기 년도의 설명변수들이 실제 이

113) 미혼자의 출산의향 역시 흥미로운 변수로 분석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사용한 여성가족패 의 경우 미혼자 출산의향에 해 묻는 문항이 3차년도 

설문부터 삭제되어 연구에 포함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자의 출산의향

에 한 논의의 의의가 크다 생각하여 부가조사(부록 1. p.280)에서 단년도 자료를 활

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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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년 내 출산이행에 향을 주었는지에 해 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 다(참고: 정은희·최유석, 2013)114).

  2) 설명변수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향에 주는 요인들은 가구소득, 경제활동여

부, 일 만족도, 교육수 , 나이, 건강상태, 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정

부(사회) 지원 등이 해당된다. 설명변수들의 측정에 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 ,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세 소득)을 의

미한다. 가구소득의 측정은 여성가족패 의 각 웨이  가구용 설문 

자료를 활용하 다. 여기에는 응답자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 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8b). 본 연구의 경우, 총 가구소득에 로그값을 사용하 다

(김 백,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b).

경제활동 련 변수는 해당 웨이 의 개인 일자리 응답 정보로 구

성하 다. 여성가족패 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 에 따라 응

답자의 경제활동을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의 세 가지 상

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취업자는 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며 실

업자는 재 일자리가 없고 지난 1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본 사람

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 일자리가 없고 1) 지난 1개월 이내

에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거나 2) 찾아보았으나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경우 일자리의 유무에 따라 취업자(1)와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15)(0)를 구분하여 측정하 다(김 백, 2013; 이

114) 모형 Ⅱ-2의 수행에 있어 설명변수들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향을 보다 면 하게 

살펴보기 하여 기 연도 기 으로 과거 2년 동안의 출산여부 역시 통제변수로 포함

하 다. 이는 이  출산경험이 향후 출산 이행에 향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변수의 추가는 패 분석(모형Ⅰ, 모형Ⅱ-1) 과 달리 시간에 따

른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운 횡단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115) 여성가족패 에서는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혼자의 4.18%(245/5,868명), 기혼자의 1.56%(215/6,384명)

만이 실업자에 해당되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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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 2006).

교육수 은 응답자의 학력수 을 의미한다. 교육수 의 측정은 여

성가족패   응답자의 최종학력에 한 문항으로 하 으며 최종학

력이 고졸 이하의 경우(1), 문 나 학교 졸업인 경우(2), 그리고 

학원 이상인 경우(3)를 구분하여 다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

다(김일옥 외, 2011).

기타 통제변수에 하여 본 연구는 응답자 나이와 건강상태에 한 

인식을 추가 으로 통제하 다(김 기·양지숙, 2012; 장한나·이명석, 

2013). 나이는 응답자의 만 나이를 기 으로 한다. 건강상태의 경우 

‘ 재 건강상태에 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응답을 5  척

도로 측정하 다. 본래 문항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1),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경우(5)로 측정되었으나116) 해설의 편의를 해 이

를 역코딩하여 사용하 다. 

일 만족도는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의미한

다. 일 만족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상으로 측정되며 임 , 근

로환경, 복리후생, 인간 계, 복리후생 등을 포 한 일에 한 반

인 인식을 알 수 있게 한다. 문항의 경우 개인 일자리용 설문 문항을 

활용하 으며,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 반  만족도’를 묻는 단

일 문항으로 측정하 다(Mottax, 1986; 유성경·임 선, 2016; 양정선, 

2015). 실제 문항에 한 응답은 매우만족(1)-매우불만족(5)의 5  척

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 다.

가족 가치 에 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가족 가치  요

인을 크게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으로 구분하 다. 두 개 변

수의 측정에는 모두 여성가족패 의 개인 설문 자료를 활용하 다. 

구체 으로, 결혼 가치 의 경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문항

에 한 응답을 활용하 다(이삼식, 2006; 장한나·이명석, 2013). 본래 

116) 건강상태에 한 응답은 3차년도(2010) 까지 아주 건강하다(1)-건강이 아주 나쁜 

편이다(5)로 측정되었으나 4차년도 부터 매우 좋다(1)-매우 나쁘다(5)로 바 었다. 본 

연구는 이들 문항이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척도로 측정된다는 , 그리

고 주어진 답변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이들을 동일한 답변으로 

간주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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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한 응답은 매우그 다(1)-  그 지 않다(4)의 4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이를 역코딩하여 결혼 필요성에 해 

강하게 인식하는 경우를 4 으로 하 다.117)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가족 내 역할에 한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 이다.’라는 문항에 한 응답으로 측정하 다(이삼식, 

2006). 해당 문항 역시 매우 그 다(1)-  그 지 않다(4)의 4  척

도로 측정되었다. 이에 남녀 성 역할에 해 평등 인 인식을 가진 

경우 4 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지원에 한 변수들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먼 , 가정 내 지원은 남편의 가사분담만족도와 남편 외 집안일 

하는 사람의 존재 여부로 나 어진다. 이  남편의 가사분담118)에 

한 만족도는 기혼여성을 상으로 ‘남편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

을 분담하는 정도에 해 __님은 만족하시는 편입니까?’라고 붇는 문

항에 한 응답으로 측정하 다(양정선, 2015; 장한나·이명석, 2013; 

김 기·양지숙, 2012). 응답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1)-  만족하지 

않는다(5)의 5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 다. 

남편 외 가사도움의 경우 ‘__님 는 __님 부부를 제외하고 재 집

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한 답으

로 측정하 다. 이때 집안일은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의미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18b). 이에 본 연구는 부부를 제외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

람의 존재를 남편 외 가사도움으로 명명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1)와 없는 경우(0)를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 다. 

조직 지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상으로 측정되며 크게 일·

117) 변수 선정과정에서 응답자의 결혼 가치 (IV) 변수가 실제 결혼의향(DV)과 높은 

상 계가 있을 것이 우려되었으나 양류상 계(point biserial correlation) 분석 결

과 두 변수 간 상 계는 0.295(p<.001)로 높은 수 의 상 계가 있다고 단되지 

않았다. 이에 모형에 포함하 다. (상 계 결과에 한 자세한 논의는 제 5장 참고)

118) 유사한 문항으로 남편 돌 노동에 한 만족도 문항이 있었으나 돌  노동에 해당 

사항이 없는 가정이 많았고( : 자녀가 없는 경우) 문항의 범  역시 조사연도에 따

라 상이하여(자녀돌 →자녀돌 &가족돌 )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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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정책( 는 가족친화정책)에 한 인식과 사용경험유무로 구

분된다. 먼 ,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 정도를 단하기 해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 의 일자리 문항  육아휴직119) 인지 정도를 묻

는 문항을 사용하 다. 응답은 잘 알고 있다(1) -  모른다(4)의 4

 척도로 측정되며(장한나·이명석, 2013) 본 연구는 해석의 편의를 

해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 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1)자녀 기혼

여성을 상으로 실제 육아휴직 이용경험 여부에 한 응답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한 자녀 기혼여성을 상으로 ‘지난 

조사 이후 __님께서는 육아휴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

에 한 응답을 (1) 는 아니오(0)로 코딩하 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은 시·군·구 기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의 

수 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사회의 지원 요인을 각 지역의 1) 일반회계 비 ‘보육가정  여성’

분야 산과 2)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로 가늠하고자 한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6). 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규모를 의미하며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각 지역의 보육인 라 

수 을 알 수 있게 한다. 변수의 측정에 하여, 정책 산 규모는 해

당년도 지방재정연감의 시·군·구 일반회계세출결산분석 자료를 활용

하 다. 즉, 각 기 단체의 일반회계 지출 비 보육가정  여성 분야 

산지출(%)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육시설 수의 경우 통계청의 지역

통계총 과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개) 자료를 사용하 다. 두 

개 정책 모두 기 자치단체를 단 로 정해지기 때문에 응답자의 해당 

웨이  거주지 자료를 기반으로 매칭하여 측정하 다. 구체 인 사용 

문항과 변수의 측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4]와 같다.

119) 출산에 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경우 육아휴직 외에도 산  후 휴가. 유·사

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일하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향을  수 있는 가장 표 인 가족친화제도가 육아휴직이라 

단하여 이를 논의에 포함하 다. 네 개 제도가 가족친화정책이라는 에서는 동일

하나 수혜 상과 성격 그리고 사용범 가 상이하다는 ( : 산 후 휴가의 경우 출

산휴가 개념으로 이미 많은 조직에서 인식·사용되고 있는 반면 보육 문제에는 향을 

주지 못한다거나 다른 두 개 제도의 경우 상이 한정 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 도입·

인지정도가 낮다.)에서 모든 제도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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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설명 측정

종속
변수

미혼 결혼의향 결혼의향 있다(1) 없다(0)

기혼
출산의향 출산의향 있다(1) 없다(0)

출산이행(t+2) 지난 조사 이후 임신여부 있다(1) 없다(0)

독립
변수

D

가구소득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 ln(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1개월 기 )
취업자(1)

실업자/비경제활동
(0)

교육수 최종학력
고졸이하(1)
문 / 졸(2)
학원이상(3)

나이 만____세 만____세

건강상태 재건강상태(역)
매우 나쁘다(1)
매우 좋다(5)

W 일만족도 일에 한 반  만족도(역)
매우불만족(1)
매우만족(5)

V

결혼가치 결혼필수(역)
그 지않다(1)

매우그 다(4)

성역할가치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
매우그 다(1)
그 지않다(4)

HS
남편가사분담 남편가사분담만족도(역)

만족않는다(1)
매우만족한다(5)

남편 외 도움 남편 외 가사 도와주는 사람 있다(1) 없다(0)

OS 조직 지원
육아휴직제도 인지정도(역)

 모른다(1)
잘 알고 있다(4)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있다(1) 없다(0)

PS 정부 지원
보육가족여성 산/일반회계 ____%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____개

통제 출산이행(t) 지난 조사 이후 임신여부 있다(1) 없다(0)

구분 조사시기 조사연도 2008-2016

* 음 처리 부분은 기혼여성에게만 해당됨(기혼자의 조사연도는 2010-2016년)

* 출산이행(t)의 경우 모형Ⅱ-2에만 포함됨

[표 4-4] 사용 문항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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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논의

제 1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1. 개요

본 에서는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해 논의할 것이다. 결혼의향

은 결혼에 한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 이행을 측하는 가장 

요한 선행변수로(원아름·박정윤, 2016; 김은정, 2018; 김 백, 2013) 

가족학, 인구학, 경제학 등 련 학문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출생 상의 가장 큰 원인  하나로 결혼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향후 행정학  정책학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상된다.

본 의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2차년도(2008

년)부터 6차년도(201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며 이때 분석 상인 미

혼 여성은 각 조사연도 응답자  미혼자에 해당한다. 미혼자의 결혼

의향 결정요인에 하여, 앞서 살펴본 통합모델  가정 내 지원 요

인(남편가사분담, 남편 외 가사지원)과 정부 지원 요인( 산, 보육인

라)은 해당하지 않거나 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단하여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일(work) 요

인과 조직 지원 요인의 경우 출산에 한정한 논의기보다 결혼의사결정

에 향을  수 있는 일·가정 양립에 한 것으로 논의에 포함하

다. 결과 으로 본 에서는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향을  수 있다

고 생각되는 인구·경제학  요인과 가치  요인, 일 요인, 그리고 조

직 지원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에 있어 미혼자의 경제활

동상태에 따른 분석을 차별 으로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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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장의 논의와 련하여 부가조사(부록 1.)에서는 단년

도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자의 출산의향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미혼자의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 으로

써 미약하나마 미혼자의 결혼의향 결정요인과 출산의향 결정요인 간 

계에 해 유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체 미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5-1]과 같

다. 미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가구소득의 경우120)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응답

자가 1,239명으로 체 미혼여성의 23.52%가 이에 해당된다. 월 소득

이 200만 원 과 4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체의 37.74%로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 원에

서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체 응답자의 25.63%이고 600만 원을 

과하는 경우는 13.12%에 해당하 다. 교육수 의 경우 학원 이상

인 응답자는 132명(2.47%)으로 많지 않았던 반면 문 / 학교 졸업

자가 2,631명(49.48%)으로 가장 많았다. 고졸 이하의 경우 2,564명

(48.04%)으로 문 / 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간 었다. 한편, 미혼 

응답자의 나이를 5세 단 로 보았을 때 25세 미만이 2,588명(48.49%)

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29세 미만(1,466명, 27.47%)이 그다음으

로 많았다. 이는 미혼자인 응답자 집단의 연령  특성을 반 한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2,492명

(46.70%)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자가 2,844명(53.30%)으로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가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두 집단은 비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논의에 포함된 미혼자의 

120)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의 측정은 응답자의 1년간 가구 총소득(세 ) 자료를 활용하

고 있다. 그러나 [표 5-1]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해 연 단  가구총소득을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다시 계산하여 200만 원 단 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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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  특성은 미혼 여성의 일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나 

한 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이 외에도 미혼자의 지역별 거주 분포를 시도단 121)를 기 으로 

나타내면 [표 5-2]와 같다.

121) 세종시의 경우 2016년 자료에만 포함되었다. 이는 조사를 한 기 표본추출 당시

(2007년) 세종시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가족패 의 경우 분가가구

를 제외하고 가구에 한 추가 진입 없이 표본을 유지하고 있으며 6차 웨이 까지 원

표본 유지율은 70.1%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a)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
소득
(월)

 200만원 이하 1,239 23.52

나이

 25세 미만 2,588 48.49

 200-400만원 1,988 37.74  25-29 1,466 27.47

 400-600만원 1,350 25.63  30-34 649 12.16

 600만원 과 691 13.12  35세 이상 634 11.88

교육
수

 고졸이하 2,564 48.04 경제
활동

 취업 2,492 46.70

 문 / 졸 2,641 49.48  실업/비경제 2,844 53.30

 학원 이상 132 2.47 N=5,268-5,337

[표 5-1] 미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시도 빈도(명) 비율(%) 시도 빈도(명) 비율(%)

서울특별시 969 18.16 충청북도 212 3.97

부산 역시 562 10.53 충청남도 171 3.2

구 역시 292 5.47 라북도 311 5.83

인천 역시 383 7.18 라남도 134 2.51

주 역시 213 3.99 경상북도 163 3.05

역시 356 6.67 경상남도 322 6.03

울산 역시 268 5.02 제주도 161 3.02

경기도 606 11.35 세종시(2016) 7 0.13

강원도 207 3.88 Total 5,337 100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6년 자료에만 포함됨

[표 5-2] 미혼자의 지역(시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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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의향

패  분석을 실시하기  미혼 응답자의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

혼의향 간 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들과 같다. 먼 , 

[그림 5-1]은 가구소득 구간에 따른 결혼의향을 보여 다.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가구소득의 경우 구간에 계없이 결혼의향이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음’에 비하여 많았다.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약 56%(697명)의 미혼 여성이 결

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한편, 200-400만 원인 경우 약 62%(1,222명), 

400-600만 원의 약 57%(767명), 6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약 62%(426

명)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진다거나 미혼 여성의 소득 증가가 결혼의향에 

부정 인 향을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인

다. 향후 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 보다 면 한 분석방법으로 가구소

득과 결혼의향의 상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5-1] 월평균 가구소득별 결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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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차이를 보

여 다. 기존 이론  논의와 일반 인 사회의 통념을 고려할 때, 경

제활동상태와 결혼의향을 단순 비교한 [그림 5-2]의 결과는 매우 흥

미롭다. 먼 , 재 미취업 상태인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향이 ‘없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261명(50.64%)으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1,229명(49.36%)보다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 

취업상태인 경우,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20명(67.56%)

으로 ‘없다’라고 응답한 922명(32.44%)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많

지 않은 차이지만 미취업자의 경우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보

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취업자의 경우 결혼의향이 있

다고 응답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해 히 많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상태별 결혼의향에 한 [그림 5-2]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결혼(결정) 간 부정  계를 논의하는 기존 신가정경제

학의 이론  통념과 상반되는 것이나 이는 두 변수 간 단순비교에 불

과하므로 이하의 장에서 보다 견고한 분석을 통한 논의가 요구된다.

[그림 5-2] 경제활동상태별 결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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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 을 고졸 이하, 문 · 학교 졸, 그리고 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을 살펴보면 [그림 5-3]과 같다. 교육

수 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의 경우,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고졸 이하 응답자 

2,563명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가 1,289명(50.29%)으로 없는 경우

(1,276명, 49.71%)에 비하여 약간 많았으나 두 세부집단 간 차이는 거

의 없어 보인다. 한편 문 · 학교 졸업자의 경우 체 2,638명  

67% 이상인 1,769명(67.06%)이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869명으로 32.94%에 불과하 다. 

이러한 추세는 학원 이상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체 응

답자  132명  68.94%인 91명이 결혼의향이 있는 한편 결혼의향

이 없는 경우는 41명(31.06%)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교육수 이 낮

은 경우에 비하여 교육수 이 높은 경우 상 으로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 역시 신가정경제학의 통념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통합모형을 용한 분석을 통해 개인의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의향의 계를 규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교육수 별 결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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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통계분석122)

[표 5-3]은 주요변수들의 기 통계분석 결과를 체 미혼 응답자, 

그리고 미혼 응답자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먼 ,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의 체평균은 0.590(SD=0.492)으

로 다수 미혼 여성이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 을 때, 취업자의 평균은 0.676(SD=0.468)으로 

실업·비경제활동 여성의 경우(M=0.494, SD=0.500)보다 훨씬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향을  수 있는 인구·경제학  요인, 가

족 가치  요인, 일 요인, 사회  지원 요인,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들

의 기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요인과 조직 지원

의 사회  지원의 경우 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변

수이기 때문에 취업자 그룹을 상으로만 분석하 다.

먼 , 가족 가치   결혼 가치 의 경우 체 미혼여성의 평균은 

2.419 (SD=0.778)으로 미혼 여성은 결혼이 필수 이라는 것에 보통

수 의 립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와 취

업자를 구분한 경우 각각의 평균이 4  만   2.397 (SD=0.779)과 

2.438 (SD=0.776)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 다. 다만 표 편차를 고려

할 때 미혼 여성의 결혼 가치 은 일 이기보다 개개인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다

수 여성들이 규범 으로 성 역할을 인식하기보다는 성 평등 인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가치 에 한 평균은 4

  2.793에서 2.8 으로 보통수 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취업 여성을 상으로 측정된 일 만족도의 평균은 5  

만   3.331 (SD=0.665)으로 미혼 여성의 일 반에 한 만족도

는 보통수 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 지원에 

122) 조사연도별 가족 가치  변화와 미혼여성의 연령 별 결혼의향 변화에 한 추가

인 자료는 부가자료(부록 4.)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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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 정도는 4   평균 3.118 (SD=0.689)으로 미혼 응답자들은 

육아 휴직제도에 하여 체 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경제학  요인  통제변수들의 경우 재 취업상태에 있는 

미혼여성의 가구소득, 교육수 , 나이 등이 실업·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미혼 여성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그룹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취업자의 경우 상

으로 가구소득이 높을 것이며 미취업자의 그룹에 아직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자인 경우에 비해 평균 나

이나 학력이 상 으로 낮을 것이 상되는 것이다. 한편, 건강상태

의 평균값은 경제활동과 상 없이 모두 평균 4 을 상회하여 체

으로 모든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서 정 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변수들의 기 통계분석 결과는 모집단인 우리나라의 미

혼 여성의 특성을 잘 변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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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

변수 Mean S.D. Min. Max. Obs.

DV 결혼의향 0.590 0.492 0 1 5,333

V
결혼가치 2.419 0.778 1 4 5,336

성역할가치 2.793 0.736 1 4 5,336

D

가구소득(ln) 8.248 0.679 2.996 11.010 5,207

경제활동상태 0.533 0.499 0 1 5,336

교육수 1.544 0.545 1 3 5,337

나이 26.335 6.484 19 49 5,337

건강상태 4.049 0.718 1 5 5,336

2) 미취업

DV 결혼의향 0.494 0.500 0 1 2,490

V
결혼가치 2.397 0.779 1 4 2,492

성역할가치 2.800 0.736 1 4 2,492

D

가구소득(ln) 8.230 0.722 2.996 9.903 2,412

교육수 1.286 0.472 1 3 2,492

나이 23.744 5.828 19 49 2,492

건강상태 4.020 0.782 1 5 2,492

3) 취업

DV 결혼의향 0.676 0.468 0 1 2,842

V
결혼가치 2.438 0.776 1 4 2,844

성역할가치 2.787 0.735 1 4 2,844

W 일 만족도 3.331 0.665 1 5 2,843

OS 조직 지원 3.118 0.689 1 4 2,844

D

가구소득(ln) 8.265 0.639 4.605 11.010 2,794

교육수 1.771 0.503 1 3 2,844

나이 28.604 6.173 19 49 2,844

건강상태 4.075 0.657 1 5 2,844

[표 5-3] 주요변수의 기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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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에 따른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변화

체 미혼여성 응답자의 결혼의향 추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

보면 [그림 5-4]와 같다. 보다 구체 으로 조사연도인 2008년,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체 미혼 응답자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경우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꺾은선 그래  형식으로 표 하면 다음

과 같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는 체 미혼여성의 약 72.5%(768

명)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2016년은 당해연도 미혼 

응답자의 약 44.4%(495명) 정도만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

반 이상이 재 결혼에 회의 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

도에 따른 증감은 있으나 반 으로 시간이 갈수록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 미혼여성의 연도별 결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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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 계 분석 결과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논의(제 1 )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

계를 응답자 체  그룹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음 : p<.05)

1) 체

1 2 3 4 5 6 7 8

1결혼의향 1

2결혼가치 .296 1

3성역할가치 -.026 -.213 1

4가구소득(ln) .050 .082 .065 1

5경제활동상태 .185 .026 -.009 .026 1

6교육수 .166 .006 .039 .073 .444 1

7나이 -.002 -.167 -.039 -.211 .374 .349 1

8건강상태 .109 .072 .068 .114 .038 .028 -.208 1

2) 미취업

1 2 3 4 5 6 7

1결혼의향 1

2결혼가치 .274 1

3성역할가치 -.007 -.213 1

4가구소득(ln) .051 .098 .076 1

5교육수 .074 -.040 .033 -.055 1

6나이 -.074 -.173 -.085 -.353 .387 1

7건강상태 .128 .064 .100 .184 -.021 -.322 1

3) 취업

1 2 3 4 5 6 7 8 9

1결혼의향 1

2결혼가치 .318 1

3성역할가치 -.041 -.212 1

4일만족도 .042 .027 .077 1

5조직 지원 .107 .008 .033 .122 1

6가구소득(ln) .041 .067 .054 .125 .058 1

7교육수 .114 .022 .059 .107 .115 .182 1

8나이 -.082 -.206 -.001 .073 .117 -.142 .091 1

9건강상태 .077 .080 .036 .095 .067 .032 .045 -.163 1
연속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이분형·연속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oint biserial 
correlation, 이분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hi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표 5-4] 미혼여성 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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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을 체 으로 종

속변수인 결혼의향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 계수의 댓값 분포를 고려하 을 때 모두 0.6 

이하 수 으로(.002~.444) 변수 간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항 로지스틱 패  분석 결과

 1) 결과1: 체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표 5-5]는 체 미혼여성 응답자를 상으로 결혼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단계 (stepwise)으로 보여 다. 

[model 1-1]은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의향에 한 분석 결과이며 

[model 1-2]는 여기에 가치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주

요변수들을 심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  가구소득의 경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결혼비용마련에 향을 다거나(권소  

외, 2017)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들과(고선강·어성연, 2013; 김혜 ·선보 , 2011) 

상이하다. 이는 한, 부모에 한 의존  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결혼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는 논의(Goldscheider and 

Goldscheider, 1999; 문선희, 2013)들과도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미혼 응답자의 취업 여부가 통제되었

을 때 가구소득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김

백(2013)의 분석 결과와는 일치한다. 생각건 , 가구소득의 무의미한 

향력은 몇 가지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 , 이론  에서 

물질  자원이 주는 정 인 향력과 부모 의존성에 따른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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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함께 작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 가구소득이 결혼의향에 미

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가능성

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 등 경제  배경에 의한 결혼설

명이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Sweeney, 

2002; 이상호·이상헌, 2010). 이 외에도 앞서 언 하 듯 결혼 의사결

정에 있어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한 경우 가구소득이 결혼의향에 유의

미한 향을 주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김 백(2013)은 

가구소득이 결혼에 필요한 물질  자원을 공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개인의 취업 여부가 요하다고 주장하며 가구소득

과 결혼의향 간 무의미한 연구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즉, 결혼 결정

에 있어 부모 재력보다 취업상태 등 본인 경제력이 요하게 작용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한 이러한 설명에 해서는 해석

의 유의가 필요하며 결과에 한 의미는 후속 논의들을 통해 규명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인구·경제학  요인  하나인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취업자들

이 미취업자들에 비해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1).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결혼의향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결혼으로 인한 이익을 감소

시켜 결혼의향을 없애며 나아가 결혼·출산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Becker, 1973; 1974) 기존 신가정경제학의 논의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는 한 취업이 남성의 결혼의향을 높이지만 여성에게는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기존 국내 선행연구의 논의( : 김정석, 

2006)와도 다르다. 

취업자를 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으나,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의향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경제활동으로 인

해 경제  자원  자아실 을 통한 정서  자원을 획득하게 하여 결

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래에 남성에 한하여 용하

던 설명이지만, 경제  자원의 증가가 결혼 결정  결혼 이행 조

건에 정 인 향을 다는 주장이나(김희정, 2018) 여성의 경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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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제  자원이 많은 경우 결혼 시장에서 선호될 수 있다는 주장

(Oppenheiner, 1997)은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고선강·어성연

(2013) 한 오늘날 어려운 취업환경과 그로 인한 청년세 의 경제  

자원 부족을 결혼 지연의 주요 이유  하나로 언 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에 한 연구결과는 결혼이행에 

취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남성을 상으로 찰되어온 규범이 최근

의 여성에게도 용되고 있음을 보여 다(박수미, 2008). 즉, 오늘날 

여성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결혼이 필수 아닌 선택이 되었다면, 반

로 취업은 결혼의 선행과정이자 필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123) 이는 

비교우 에 따른 성별 분업화 등을 이유로 성별에 따라 다른 논의를 

진행하 던 Becker(1981)의 이론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수 과 결혼의향 간 계를 보았을 때, 문   

학교 졸업 그룹(p<.001)과 학원 재학 이상인 그룹의 경우(p<.05) 

모두 각각 고졸 이하 그룹에 비해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과 결혼의향 간 계 역시 교육수  상승 

등 여성의 사회  지  향상이 여성의 결혼을 미루게 하거나 결혼의

향을 낮추고 결혼하지 않게 한다는 기존 이론  논의들(Becker, 1973; 

Isne & Stevenson, 2010; Bennett et al, 1989; 이창순, 2012)이나 국

내 선행연구 결과( : 김혜 ·선보 , 2011; 김 백, 2013)와 다르다. 

그러나 교육수 과 결혼의향 간 정 인 분석 결과는 여성의 높은 

교육수 이 결혼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비혼을 야기하는 것은 아

니라는 논의(Oppenheimer, Blossfeld, & Wackerow, 1995)나 여성의 

교육수 이 결혼에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최근 연구들의( : 

Goldstein & Kenny, 2001; Okun, 2001; Bracher & Santow, 1998; 권

소  외, 2017) 논의와는 일맥상통한다. 이는 한 경제활동의 경우와 

같이 교육수 이 높은 여성이 결혼 시장에서 정 으로 작용한다는 

Goldstein & Kenny(2001)의 논의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

123) 실제 통계청 통계개발원(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일

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된다고 한다. 이는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

혼의 계에 한 가치  변화를 보다 극단 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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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결혼을 개인  성취  자아실 의 한 요인으로 생각한다면

(Cherlin, 2004), 학업의 성취와 취업의 다음 단계, 즉, 결혼이라는 개

인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가치 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가

치 의 경우 두 개 요인  결혼 가치 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결혼에 해 필요  가치

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p<.001). 이는 결혼에 한 규범 이고 통 인 가치 을 가

진 경우 결혼의향이 높을 것이라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일치하

는 것이다( : Kahn, 2007; Sassler & Schoen, 1999; 진미정·정혜은, 

2010; 문선희, 2012; 이삼식, 2006). 

결혼에 해 필요  가치 을 가질수록 실제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

성 역시 높다는 것은 결혼을 인생의 통과의례처럼 여겨 왔던 통사

회의 가족 심  가치 을 고려하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청년세 의 결혼에 한 인식이 차 

필요 아닌 선택(option)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혼 가치  

요인이 결혼의향에 향을 다는 것은 결혼 문제에 있어 청년세 의 

가치  변화 상과 이러한 변화의 유인에 한 더 많은 심이 필요

함을 방증하는 것이다.124)

한편, 성 역할 가치  요인125)의 경우 결혼 가치 과 달리 결혼의향

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p>.1). 성 역할 가치

의 이러한 결과는 성별 분업에 해 부정  태도를 가진 경우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b)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

124) 만일 다수 청년들이 결혼에 해 필요  가치 을 공유하고 있다면 실제 비혼이

나 만혼의 증가 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와 가족(결혼) 개인 가치  변화를 고려할 때 결혼·출산에 한 규범  가치 은 

차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세 의 가치  변화가 진행될수록 가치 이 결혼의향에 미

치는 상 인 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 상된다. 즉, 모두가 결혼을 인생의 자연스

러운 과정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개인이 결혼에 한 통 이고 규범

인 가치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결혼을 측하는 요 변수가 되는 것이다.

125)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

인가’라는 질문에 해 동의하지 않을수록 높은 수로 코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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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연구(이동원·김모란·김 주, 1995)나 반 로 통  성 역

할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진미정·정

혜은, 2010)들과 다르다. 이는 한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양성평등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김은정, 2018; 문선희, 

2012)와도 다르다. 성 역할 가치 에 한 결과 역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성 역할 가치 이 미혼 여성의 결혼 의사결정에 있어

서 상 으로 요하지 않은 요인이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종속변수: 결혼의향)

model 1-1 model 1-2

D D+V

V

결혼가치
1.064***

(0.064)

성역할가치
0.087

(0.058)

D

가구소득(ln)
0.020 -0.012

(0.064) (0.065)

경제활동상태
0.763*** 0.712***

(0.097) (0.097)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562*** 0.538***

(0.101) (0.099)

   학원 이상
0.796* 0.776*

(0.320) (0.326)

나이
-0.037*** -0.014

(0.009) (0.009)

건강상태
0.242*** 0.241***

(0.060) (0.061)

Constant
-0.356 -3.438***

(0.649) (0.684)

Log likelihood -3228.1867 -3038.2893

Wald chi2 158.69***  421.33***

Observations 5,202 5,202

Number of iid 2,243 2,243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5]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미혼_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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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표 5-6]는 미혼 응답자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1-3]은 미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상으

로 하며 [model 1-4]는 취업자를 상으로 한다. 패  분석 결과, 두 

집단은 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변수들의 방향성 역시 체 미

혼 여성을 상으로 한 [표 5-5]의 결과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

나 교육수 과 같은 일부 요인들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미세한 

차이가 존재했다. 주요변수들을 심으로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미

치는 요인들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 , 미혼여성의 가구소득은 결혼의향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

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이는 체 미혼여성을 상

으로 한 [표 5-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른 인구·경제학  요

인인 교육수 의 경우 결혼의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고졸 이하 집단을 거집단으로 삼았을 때 경제활동상태에 따

른 차이가 있었다. 미취업 집단과 취업집단 모두 고졸 이하인 경우보

다 문   학교 졸업인 경우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에서 공통 이나(p<.001),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취업자

에 해당하는 [model 1-4]에서만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고등학교 졸

업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p<.001).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미취업 상태일 때에 

비해 학력과 결혼의향의 정(+)의 상 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결혼 선택에 있어 취업이 주는 지원  

향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 과거 성인기 여

성의 삶이 결혼과 출산·양육과 같은 가정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었다면 

오늘날 여성의 삶과 생애단계는 교육과 경제활동, 나아가 여가를 포

함한 다양한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변화된 삶126)의 단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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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개인 삶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 외에도, 가족 가치  요인들과 결혼의향 간 계에 하여, 경제

활동의 여부와 상 없이 결혼에 한 규범  가치 이 강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p<.001). 이 역시 [표 5-5]의 분

석 결과  기존의 이론  논의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직장 련 논의를 추가한 이후 논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으나,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한 본 연

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에서 의미 있다. 먼 , 본 연구의 연

구결과는 미혼여성의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의향 간 기존의 논의

에서 벗어나 이들 계에 한 수정된 가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

한다. 본 논문의 후속 연구결과와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 지속 으로 

제시해야 할 부분이지만, 미혼여성의 경제활동과 높은 교육수 이 결

혼의향과 유의미한 정 인 상 계가 있다는 일 인 분석결과는 

Becker(1973; 1974)의 ‘결혼에 한 이론’이나 Becker(1981)의 ‘가족에 

한 논문(A Treatise on the Family)’에서 논의하는 신가정경제학의 

설명과 비되는 것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교육수 향상 

등이 출생 상을 야기하 다는 기존의 거시  논의와도 다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료를 사용한 연구결과와

는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 결과 으로, 인구·경제학  요인에 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기존 거시지표나 신가정경제학 논의들과 다른 측

면의 설명을 제공한다는 에서 향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결혼 결정요인에 한 논의에 있어 기존의 이론  논의나 경

험 연구들은 거시  요인이나 인구·경제  요인에 해 주된 심을 

가졌던 반면 최근까지도 일부 논의들을 제외하면 개개인이 가지는 가

치  요인에 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표 5-5]와 

[표 5-6]을 통해 알 수 있듯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은 결혼 의사

126) 여기서 다변화된 삶은 오늘 여성 역할의 다양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여성 개인의 

생애 단계가 학령기간 이후 취업, 그리고 결혼과 같은 단계 인 성격을 가진다는 

에서 특징 이다. 즉, 과거 성인기 여성에게 결혼과 취업이 체 계로 여겨졌다면 오

늘날 성인기 여성의 삶에서 교육의 성취와 일자리 취득은 결혼 이 의 생애 단계, 즉, 

제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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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있어서 유의미하고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앞

으로는 인구·경제학  요인을 심으로 한 논의를 넘어서 사회변화와 

그로 인한 개인의 가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히 응할 수 있

는 유인체계를 발 시켜야 할 것이다.

(종속변수: 결혼의향)

model 1-3 model 1-4

실업/비경제 취업

V

결혼가치
0.964*** 1.227***

(0.091) (0.094)

성역할가치
0.101 0.078

(0.082) (0.084)

D

가구소득(ln)
0.005 -0.045

(0.088) (0.096)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586*** 0.655***

(0.150) (0.144)

   학원 이상
0.672 1.011**

(0.650) (0.358)

나이
-0.024+ -0.007

(0.0141) (0.012)

건강상태
0.323*** 0.152+

(0.083) (0.092)

Constant
-3.564*** -2.660**

(0.982) (0.975)

Log likelihood -1517.613 -1538.0918

Wald chi2 144.44***  195.79***

Observations 2,410 2,792

Number of OPID 1,450 1,373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6]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미혼_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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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3: 취업자의 직장 련 요인 분석

마지막으로, 결혼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직장 

역에서의 일(work)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의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미혼 여성 응답자  재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를 상으로 

추가 인 분석을 실시하 다. [표 5-7]은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

의 여러 요인들을 단계 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1-4]는 취업자를 상으로 한 [표 5-6]의 [model 1-4]와 동일하며 

[model 1-5]은 여기에 일(work)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model 1-6]

은 앞선 모형에 조직 지원 요인을 포함한 최종모델에 해당한다. 

[model 1-4]의 경우, [표 5-6]에서도 제시한 바 있으나 비교의 편의를 

하여 논의에 다시 포함하 다.

연구결과에 해 총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인구·경

제학  요인에 하여, 가구소득의 경우 결혼의향 간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다른 인구·경제  요인인 교육수 의 경우 결혼의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표 5-7]의 모

든 모형에서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문 · 학교 졸업(p<.001) 

는 학원 이상(p<.01)의 교육수 을 가질 때 결혼의향이 있을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교육수 과 결혼의향의 정  계는 

앞서 언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가정경제학의 논의를 포함한 기존 일

반 인 통념과 상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이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분석 결과에서 일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의 결혼 결정에 있어 교육수 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면 하게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가족 가치  요인 역시 [표 5-5]~[표 5-6]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

향성을 보 다. 결혼 가치 의 경우, 결혼에 해 규범 인 가치 을 



- 142 -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p<.001)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p>.1).

한편, 취업자의 결혼의향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 요인

과 조직 지원 요인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model 1-5]

와 [model 1-6]의 결과를 보았을 때, 일 반에 한 만족도는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1). 그러나 

사회  지원 요인  하나인 조직 지원 요인의 경우, 조직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p<.001). 이는 결혼의향 결정에 있어 가족친화제도의 요성을 

언 한 진달래(2013)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는 한 결혼에 한 

의사결정에 있어 사회  지원이나 결혼지원정책의 요성에 해 논

의한 최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논의의 맥을 같이한다( : 박주희, 

2017; 김 백, 2013).

조직 지원의 효과는 측정 문항으로 미루어볼 때 보다 의미 있다. 조

직의 일·가정양립제도에 한 인지 정도를 단하는 데 있어 본 연구

에서는 육아휴직에 한 문항을 사용하 다. 미혼자 입장에서 육아휴

직 인지는 당장의 혜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유효한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 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7]의 

연구결과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인지만으로도 실질 인 심리  자원

으로서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데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명하

다. 이는 직  혜택 당사자뿐 아니라 간 으로 이를 경험할 때에

도 조직에 해 정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회정보처리이론

(social information process theory)이나 조직지원이론(organizational 

support theory)으로도 설명된다(Eisenberger et al., 1986).

결과 으로 [표 5-7]의 결과들은 앞서 논의하 던 [표 5-5]와 [표 

5-6]의 결과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취업자를 상으로 사회  지원 

 하나인 조직 지원의 향력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 있다.

더불어, [표 5-7]의 분석 결과는 조직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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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장 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개개인의 결혼 의사결정

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오늘날 여성

의 삶에서 직장 혹은 일 역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 음을 의미

하는 동시에 일 역에 한 요인들이 결혼 등 삶의 이행단계와 그 

안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과 가정 역의 계가 정 으로 작용하기 해서는 일 역과 

가정 역의 양립을 한 조직 차원의 자원 제공이 무엇보다도 요

해 보인다. 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결혼 후 한정된 자원 내에서 

일과 가정 두 가지 역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서, 조직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그에 한 인지에 따라 결혼의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Hakim(2003; 2007)의 선호(preference) 이

론에서 본다면, 조직의 도구 (물질 )·정서 (심리 ) 자원 제공은 

체 여성  다수를 차지하는 응 (adaptive/ambivalent) 유형의 

여성들뿐 아니라 일 심  여성의 결혼의향에도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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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결혼의향)

model 1-4 model 1-5 model 1-6

V V+W V+W+OS

V

결혼가치
1.227*** 1.228*** 1.228***

(0.094) (0.094) (0.095)

성역할가치
0.078 0.070 0.069

(0.084) (0.084) (0.084)

W 일 만족도
0.156+ 0.124

(0.092) (0.092)

OS 조직 지원
0.376***

(0.088)

D

가구소득(ln)
-0.045 -0.064 -0.088

(0.096) (0.098) (0.098)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655*** 0.643*** 0.583***

(0.144) (0.145) (0.144)

   학원 이상
1.011** 0.980** 0.934**

(0.358) (0.359) (0.363)

나이
-0.007 -0.009 -0.014

(0.012) (0.0117) (0.012)

건강상태
0.152+ 0.140 0.118

(0.092) (0.092) (0.091)

Constant
-2.660** -2.880** -3.465***

(0.975) (0.984) (0.979)

Log likelihood -1538.0918 -1536.17 -1526.27

Wald chi2  195.79*** 196.28*** 203.61***

Observations 2,792 2,791 2,791

Number of OPID 1,373 1,373 1,373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7]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미혼_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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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해 살펴본 제 1 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에서 의미 있다. 먼 , 통합모델 용의 필요성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미혼 여성의 결혼 의사결정에는 기존 

연구들에서 심 으로 논의되어 왔던 인구·경제학  요인(D)뿐 아니

라 가족 가치  요인(V)과 조직 지원(OS) 요인 등이 총체 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델

의 유용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향후 결혼 결정 논의에 있어 기존 개

인 가치 이나 사회  지원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 으로 고려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의 연구는 지 까지 

련 경험  논의가 상 으로 미비하 던 미혼 여성의 결혼 의사결정

을 총체 으로 악하 다는 에서 향후 련 정책에 한 시사

127)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통합모델을 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하여 살펴보았을 때, 

연구결과는 기존 이론  논의나 거시단 논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

분도 있었으나 새로운 설명과 이 요구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향

후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경험  연구들이 필요하겠으나, 결

과 으로 본 의 논의는 개인(미시) 수 에서 결혼에 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존 신가정경제학 심의 논의와 

설명에 한 재성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에서 이론  의미가 크

다 할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오늘날에도 여

성의 결혼 결정에 있어 인구·경제학  요인들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방향성은 기

존의 통념이나 Becker(1973; 1974)의 이론과 다르다.128) 교육수 과 

127) 더불어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 을 때, 취업자의 경우 일 역에서의 

지원이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는 은 련 논의나 정책설계에 있어 취업자와 미

취업자를 구분하여 상의 특성에 맞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공한다.

128) 이는 련 이론에 한 최근 해외학자들의 비 과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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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상태의 정 인 향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는 여성의 사회경제  지  상승이 결혼에 미치는 향이 부정 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신가정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

의 교육수  향상과 경제활동은 결혼 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것이며 실제로 과거 여성의 삶에서 고등교육의 이수나 취업은 결혼의 

선택과 양립하기 어려운 양자택일의 선택에 가까웠다. 그러나 본 연

구의 연구결과는 오늘날 청년세 에게 성별에 계없이 고등교육 이

수와 취업이 결혼과 출산 이 의 생애단계로 고착화 되었으며129) 인

생에 있어 결혼이 가지는 의미 역시 개인의 자아실  과정이나 삶의 

선택  하나로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130) 여

성의 교육수  증가와 청년세 의 취업난이 오늘날 청년세 의 결혼

시기를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131) 이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

의 모든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가깝다 할 것이다.

질  연구를 수행한 국내 선행연구의 논의는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해 살펴본 본 의 분석 결과에 한 보다 풍부한 해설

을 제공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132)이 30세 이상 미혼여성을 

129) 실제로 29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을 상으로 한 김혜 ·선보 (2011: 20)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별 인생의 주요 과업에 해 물었을 때 다수 응답자는 20  반에는 

‘학업의 이수’, 20  후반에는 ‘취업’을 해당 시기의 주요 과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결

혼’은 30  반, ‘자녀 양육’은 30  후반의 주요 과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산’은 30

 반과 후반의 2순  과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의 생애이행단

계에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출산의 계를 유추할 수 있다.

1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a)은 학력과 결혼에 한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제  주체로 독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결혼은 이와 별개라는 인식

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고학력자이자 직업을 가진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오히려 이상하며 특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을 언 하 다. 일과 가정에 모두 가치를  두는 경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출

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직장을 찾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서 언 하는 고학력

자는 학 이상의 교육수 을 의미하나 우리나라 여성의 학진학률이 73.8%(2018년 

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19.05.29.).인 것을 감안하면 다수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해서 이러한 선호와 경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31) 이는 앞서 언 하 던, 여성의 높은 교육수 이 결혼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비혼

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Oppenheimer, Blossfeld, and Wackerow(1995)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1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a)은 ‘여성의 만혼화와 출산에 한 연구’에서 750명의 

미혼여성을 상으로 결혼의향을 조사하 으며 이와 동시에 23명의 미혼남녀  유자

녀 기혼여성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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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해 

정 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 

응답자가(71.3%)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는 결혼에 한 연령 규범 인식이 매우 약해져 구체 인 결혼 시기

에 한 구애는 비교  받지 않는 경향을 보 다.133) 이는 실제 본 연

구의 미혼 여성 응답자의 약 59%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으나 

결혼의향 결정에 있어 나이 요인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

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에 한 질문에는 주로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해 언 하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134)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을 여자에게 ‘손해’나 ‘희생’으로 언 하며 결혼 후 달

라질 자신의 삶에 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결혼 후 남편

의 미비한 가사참여, 시부모 부양, 명 에 한 부담 등에 해 언

하 고 무엇보다도 아이 출산 후 자신(혹은 여성성)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는 결혼 후 일을 포기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할 

것에 한 우려로 인해 결혼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

터뷰 결과에 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은 미혼여성이 결혼을 

회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가치 의 변화에서 찾았으며 무엇보다 여

성이 결혼을 통해 포기하거나 떠안게 되는 부담(가사  자녀양육 책

임, 직장·가정생활 양립 부담)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

다.135) 이는 본 연구의 앞선 논의에서 언 한 결혼·출산의 패러다임 

133)결혼 령기에 한 조사 결과 미혼여성 다수(약 62%)가 결혼의 령기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실제 30세 이상 미혼자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을 

때 일부 응답자는 아이를 낳기 한 물리 인 나이(건강상 가임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혼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p.82) 기혼여성을 상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 을 때에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령기의 개념이 없거나 늦춰지고 

있다는 것에 해 체 으로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 다(pp.83-84).

134) 인터뷰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의 본문(pp.114-115)을 참고·인용하 다.

135) 한편, 20-30  비혼 여성의 결혼 망과 의미에 해 심층 면 을 통해 논의한 이재

경·김보화(2015)의 연구는 학력 집단 혹은 사회  지 에 따른 결혼에 한 기 차이

가 있을 수 있음을 논의하 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체 으로 결혼에 

정 이지만 고학력 산층 여성들은 ‘완벽한 결혼’을 꿈꾸기 때문에 ‘결혼을 더 잘

하기 해 오히려 결혼을 못하게 되는’ 역설 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논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재경·김보화(2015)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학력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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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여성 삶에 있어서 결혼·출산의 의미 변화와도 논의의 맥을 같

이하며 개인 가치  논의의 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세 의 이러한 인식 상황에서, 사회  지원

의 제공이 사회구조  문제나 기타 비자발 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

나 기피하는 경우에 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실제 본 의 분석 결과에서도 조직 지원의 정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취업자를 상으로 한 제한 인 논의 으나, 육아휴

직제도에 한 인지만으로도 미혼여성으로 하여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  지원을 통해 결혼의사결정에 어려움

을 주는 장애요인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b)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 미혼여성의 

약 88.2%가 결혼지원정책의 필요성에 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36) 그러나 사회  지원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결

혼 지원에 한 국가의 정책  지원과 사회의 노력은 극 으로 이

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층을 

상으로 한 결혼지원 정책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일부이자 신

혼부부 주거 지원을 심으로 한정 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민국정부, 2016: 26). 그러나 주거정책의 경우도 실질 인 주택공

이 최근에 와서야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 인 효과

를 보았다고 단하기 어렵다. 이 외에 미혼자를 상으로 하는 결혼

지원정책들은 정책 상을 2040세 로 확장하면서 제3차 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에 와서야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산이나 인 라와 같이 기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학력 여성이 결혼을 일  한다는 과거 담론에 해 회의 이라는 에서 본 연구의 

논의 결과와 유사하며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에 정 이지만 결혼을 여성에게 손해이

며 희생과 포기라는 용어로 설명하 다는 과 이때 희생에 커리어 문제, 가사일 

담, 출산과 육아, 시 에 한 의무, 인간 계 단  등을 꼽고 있다는 에서 한국여

성정책연구원(2010a)의 인터뷰 결과와 유사하다.

136) 같은 조사에서 미혼남성의 88.6%가 결혼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

러나 세부정책에 해서 여성은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를 한 정책

(29.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이를 상 으로 가장 필요성

이 낮은 정책으로(10.8%)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혼집 마련 지원은 남성(33.7%)과 

여성(22.1%) 모두에게 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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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될 수 있는 결혼지원정책의 리변수들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

다는 과, 유사한 의미에서 실제 주거정책137)이나 일·가정 양립제도 

외에 아직까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향을  수 있는 지원이 많

지 않다는 단 하에 조직 지원 변수만을 논의에 포함하 다. 그러나 

향후 미혼여성 혹은 청년세 의 인식과 필요에 맞는 한 정부 지

원이 개발·제공된다면 여성의 결혼 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  지원의 향력이 후속 논의들을 통해 지

속 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결혼지원정책의 확 와 정부의 근방식에 

하여는 유의가 필요하다. 이상림(2018)은 ‘미혼 인구의 결혼 련 

태도에 한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미혼화가 출생의 원인이 아닌 

청년 삶 변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련 정책 역시 청년의 삶

의 질 개선을 통해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생애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총량  

황 기술이나 출생과의 연계 측면에서 만혼이나 비혼 상을 설명하

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개개인의 삶에 한 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결혼은 꼭 해야 하는 인생의 통과의례는 아닐 수 있으나, 결

혼이 여 히 청년 삶의 단계에서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비자발 인 결혼의 지연과 포기 그리고 결혼 유보

 태도의 환을 해, 즉, 청년의 삶의 단계에서 결혼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국가·사회  차원에서 개개인 혹은 집

단의 특성에 따른 삶에 한 더 많은 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노력은 비단 출생률 제고를 한 수단이 아닌 

청년 체의 삶의 행복을 한 논의를 제로 해야 할 것이다.

137) 신혼부부 상 주거지원 역시 결혼의사결정에 요한 요인일 수 있으나 공  호 수

나 세 출지원의 형식으로 정책이 운 되고 있어 기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측정

되기 어려웠으며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논의에 가까워 국 지역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 포함하기 어려웠다. 주거지원으로 표되는 정부지원의 향력에 해 확인하

긴 어려우나 본 연구가 종단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거정책

이나 경제상황으로 인한 시간효과는 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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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1. 개요

본 에서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하여 논의할 것이다. 앞서 언

하 듯 출산의향(intention)은 출산이행(behavior)의 측변수로 미

래의 출산과 한 계에 있다. 더불어, 계획행 이론 등에 따르면 

출산에 한 의도나 태도 자체로도 출산에 한 이론 ·정책  함의

가 있어(Ajzen, 1991; Ajzen & Kolobas, 2013) 논의의 실익이 크다. 

이에 실제 국내외 다수 선행연구에서 출산의향( 는 계획)을 심으

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 김정석, 2007; 정혜은·진미정, 2008; 정

성호, 2012). 그러나 논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출산의향

에 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는 본 의 논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3차년도(2010)부터 6차년도(2016)까지의 자료를 사용하

며 각 조사연도 기  기혼자를 분석의 상으로 한다. 모형의 경우 

앞선 이론  논의에서 제시하 던 결혼·출산에 한 모형의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다. 구체 으로, 인구·경제학  요인과 가치  요인, 그리

고 취업자를 상으로 한 일(work)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은 미혼자

를 상으로 한 제 1 에서도 논의한 부분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혼

자의 경우 미혼 여성과 다르게 남편가사분담이나 남편 외 가사 도움 

등과 같은 가정 내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련 산이나 보육

인 라 등 정부 지원 요인이 출산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이에 한 총체 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다.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재 자녀수를 기 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차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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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자녀수에 한 논의는 무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을 상으로 한다. 이는 무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이 

련 논의와 재 정부의 정책목표로 미루어볼 때 주된 심이 되는 

상임을 고려한 것이다.138)

2. 기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체 기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5-8]과 같다. 가구소득은 

미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 으로 제시하 다. 

즉, 가구소득의 경우 실제 분석에서는 연간 가구소득을 기 으로 하

으나 인구통계학  특성을 설명할 때에는 이해의 편의를 해 재구

성한 것이다. 나이의 경우 역시 연령 를 기 으로 재구성하 다139).

기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응답자는 1,861명으

로 체의 13.56%에 해당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과 400

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6,103명으로 가장 많았다(44.45%). 이 

외에도 월평균 400만 원 과 600만 원 이하에는 4,050명(29.50%)이, 

600만 원 과인 경우는 1,715명(12.49%)이 각각 포함되었다. 교육수

의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가 7,431명(53.81%)으로 체 기혼여성의 

과반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 / 학교 졸

업자 역시 6,072명(43.97%)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학

원 이상은 307명(2.22%)으로 많지 않았다. 나이의 경우, 30세 미만은 

384명으로 체의 2.78%에 해당하 으며 30-34세는 1,622명(11.74%), 

35-39세는 3,441명(24.91%)이었다. 기혼여성 응답자의 나이는 40-44세

가 4,439명(32.14%)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고 45세 이

138) 이는 일반 으로 논의되는 체출산율(2.1명) 수 과 우리나라 3차 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기존 정책목표(1.5명) 등을 고려한 것이다.

139)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분포가 미혼여성과 상이하기 때문에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으로 그 구간을 달리하 다. 실제 분석에는 나이를 사용

하 기 때문에 혼인여부에 따른 측정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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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3,926명(28.42%)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취

업자는 7,213명(52.22%)이었으며 실업·비경제활동자(6,599명, 47,78%)

에 비하여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 포함된 기혼여성들의 지역별 거주 분포를 시

도단 를 기 으로 나타내면 [표 5-9]와 같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
소득
(월)

 200만원 이하 1.861 13.56

나이

 30세 미만 384 2,78

 200-400만원 6,103 44.45  30-34 1,622 11,74

 400-600만원 4,050 29.50  35-39 3,441 24,91

 600만원 과 1,715 12.49  40-44 4,439 32,14

교육
수

 고졸이하 7,431 53.81  45세 이상 3,926 28,42

 문 / 졸 6,072 43.97 경제
활동

 취업 7,213 52.22

 학원 이상 307 2.22  실업/비경제 6,599 47.78

N=13,729-13,812

[표 5-8] 기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시·도 빈도(명) 비율(%) 시·도 빈도(명) 비율(%)

서울특별시 1,507 10.91 충청북도 592 4.29

부산 역시 1,044 7.56 충청남도 772 5.59

구 역시 942 6.82 라북도 555 4.02

인천 역시 886 6.41 라남도 688 4.98

주 역시 641 4.64 경상북도 805 5.83

역시 735 5.32 경상남도 921 6.67

울산 역시 785 5.68 제주도 444 3.21

경기도 1,891 13.69 세종시(2016) 23 0.17

강원도 581 4.21 Total 13,812 100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6년 자료에만 포함됨. 이에 한 논의는 [각주 130]참고(p.124)

[표 5-9] 기혼자의 지역(시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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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경제학  요인과 출산의향

패  분석을 실시하기  기혼 응답자의 인구·경제학  요인과 출

산의향 간 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40). 먼 , [그림 

5-5]를 보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산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

자의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

인 가구의 경우 체의 약 14.18%가 출산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

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을 넘는 가구의 경우 약 5.97%만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가구소득과 출산에 한 기존의 

이론  논의로는 다소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

세는 응답자 나이 등 다른 인구학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비교결과

로 실제 두 변수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에 해 확인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보다 면 한 분석방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5-5] 가구소득별 출산의향

140) [표 5-10]에서 알 수 있듯 기혼 응답자의 출산의향 평균은 0.08로 체의 약 8%의 

응답자만 재 출산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경우에서 출산의향이 있

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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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상태와 출산의향의 계를 살펴보면 [그림 5-6]과 같다. 

[그림 5-6]에 따르면, 취업상태에 있는 그룹의 경우 실업/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에 비하여 출산의향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상 으

로 었다. 미취업 그룹의 경우 체의 약 9.8%가 출산의향이 ‘있다’

고 응답한 한편 취업 그룹의 약 6.52%만이 출산의향이 ‘있다’라고 응

답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낮은 출생으로 이어

진다는 기존의 통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

과 역시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일반 인 비교에 불과하다는 

에서 역시 경험  연구를 통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5-6] 경제활동상태별 출산의향

기존 이론  논의와 일반  통념을 고려할 때, 교육수 과 출산의향

의 계를 살펴본 [그림 5-7]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일반 으로 여

성의 경제활동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 은 높을수록 출산과 부(-)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나 [그림 5-7]의 경우 이와 정반

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그룹의 경우 체의 약 4.83%인 331명이 출산의향이 ‘있다’라고 응답

하 다. 이러한 비율은 문   학교 졸업자의 약 11.50%(6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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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원 이상의 교육수 을 가진 응답자의 약 17.28%(52명)가 

출산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수 이라 

할 수 있다. 한, 다른 인구·경제학  요인들에 비해 그룹 간 출산의

향이 있는 비율의 차이가 큰 것도 에 띈다. 향후 분석을 통해 실제 

교육수 과 출산의향 간 상 계에 해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설명

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림 5-7] 교육수 별 출산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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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통계분석141)

[표 5-10]은 주요변수들의 기 통계분석 결과를 체 기혼여성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한 결과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 , 본 의 종속변수인 출산의향의 경우 출산의향

이 있는 경우를 ‘1’로 없는 경우를 ‘0’으로 하 을 때 체평균은 

0.081(SD=0.273)로 체 기혼여성의 약 8%만이 재 출산의향이 있

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평균은 0.065(SD=0.247)로 미

취업자(M=0.098, SD=0.297)보다 낮았다.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구·경제학

 요인, 가치  요인, 일 요인, 사회  지원 요인 그리고 기타 통제

변수들의 기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10]과 같다. 일 요인과 

조직 지원의 경우 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을 

상으로 측정되었다. 먼 , 결혼 가치 의 체평균은 4  만   

2.672 (SD=0.789)으로 기혼여성 응답자들은 결혼이 필수 인가에 

한 의견에 보통 이상의 정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한 경우 취업자(M=2.644, SD=0.793)보

다는 미취업자(M=2.703, SD=0.784)의 평균이 미미하게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4   평균 2.483

(SD=0.773)으로 체 기혼여성의 성 역할에 한 가치 이 매우 립

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2.576 (SD=0.774)으로 보통수

을 상회하여 성 역할에 한 평등 인 가치 을 가진 반면 미취업

자의 경우 평균 2.381 (SD=0.757)으로 취업자에 비해 성 역할에 

해 규범 인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 다.

취업자를 상으로 측정된 일 만족도의 경우, 5  만 에 평균 

3.301 (SD=0.686)으로 기혼여성의 일 반에 한 만족도는 보통 이

상으로 나타났다. 조직 지원에 한 인지 정도의 경우 총 4   평

141) 조사연도별 가족 가치  변화와 기혼여성의 연령 별 결혼의향 변화에 한 추가

인 자료는 부가자료(부록 4.)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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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176 (SD=0.648)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다수 기혼여성들이 육

아휴직제도에 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요인

인 거주 지역의 보육가정  여성 분야 산 비 은 평균 0.132로 나

타나 일반 으로 체 일반회계 산  약 13%가 보육가정  여성 

분야의 산으로 할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 인 라를 설명하는 

유아 천 명당 보육 시설의 경우 평균 14.722개로 응답자가 거주하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수는 약 15개 정도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인구·경제학  요인과 통제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가구소득의 경우 취업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소득이 그

지 않은 가구의 소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교육수 의 평균은 1.484(SD=0.542)로 나타났으며 본인 건강상태에 

한 인식은 5   평균 3.741 (SD=0.726)으로 응답자들은 일반

으로 건강상태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체

변수 Mean S.D. Min. Max. Obs.

DV 출산의향 0.081 0.273 0 1 13,070

V
결혼가치 2.672 0.789 1 4 13,812

성역할가치 2.483 0.773 1 4 13,812

HS
남편가사분담 3.120 0.937 1 5 13,052

남편외도움 0.067 0.250 0 1 13,811

PS
산 0.132 0.065 0.002 0.307 13,668

보육인 라 14.722 3.481 5 27.6 13,676

D

가구소득(ln) 8.347 0.549 2.996 11.163 13,661

경제활동상태 0.522 0.500 0 1 13,812

교육수 1.484 0.542 1 3 13,810

나이 40.667 5.438 20 49 13,812

건강상태 3.741 0.726 1 5 13,812

[표 5-10] 주요변수의 기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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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화

체 기혼여성 응답자의 출산의향 추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그림 5-8]과 같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연도인 2010년, 2012년, 2014

년, 그리고 2016년의 체 기혼 응답자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그래 로 나타내면,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출산의

향이 있는 여성의 비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응답자의 약 9.70%(387명)가 출산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2) 미취업

DV 출산의향 0.098 0.297 0 1 6,430

V
결혼가치 2.703 0.784 1 4 6,599

성역할가치 2.381 0.757 1 4 6,599

HS
남편가사분담 3.077 0.939 1 5 6,417

남편외도움 0.041 0.198 0 1 6,599

PS
산 0.136 0.063 0.002 0.307 6,520

보육인 라 14.685 3.458 5 27.6 6,524

D

가구소득(ln) 8.292 0.542 3.689 10.348 6,502

교육수 1.503 0.537 1 3 6,599

나이 39.667 5.548 20 49 6,599

건강상태 3.723 0.768 1 5 6,599

2) 취업

DV 출산의향 0.065 0.247 0 1 6,640

V
결혼가치 2.644 0.793 1 4 7,213

성역할가치 2.576 0.774 1 4 7,213

W 일 만족도 3.301 0.686 1 5 7,207

OS 조직 지원 3.176 0.648 1 4 7,212

HS
남편가사분담 3.161 0.934 1 5 6,635

남편외도움 0.091 0.288 0 1 7,212

PS
산 0.128 0.067 0.002 0.307 7,148

보육인 라 14.756 3.501 5 27.6 7,152

D

가구소득(ln) 8.397 0.550 2.996 11.163 7,159

교육수 1.467 0.547 1 3 7,211

나이 41.582 5.168 22 49 7,213

건강상태 3.757 0.684 1 5 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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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감소세는 2012년에는 8.5%(294명), 2014년에는 6.9%(204명)로 보

다 심화된 것이다. 2016년 조사의 경우 감소의 폭은 어들었으나 

체 기혼여성  출산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7%(175명)

에 불과하다. 조사연도와 무 하게 체 기혼여성  출산의향이 있

는 여성이 10% 미만이라는 과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감소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그림 5-8] 기혼여성의 연도별 출산의향(%)

6. 상 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간 상 계를 체 기혼여성  세부집단

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다. 상 계 분석 결과 본 연

구에 포함된 다수 주요변수는 종속변수인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 계수의 댓값 분포는 

모두 0.6 이하로(.001~.404) 변수 간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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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p<.05)

1) 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의향 1

2결혼가치 .061 1

3성역할가치 .020 -.150 1

4남편가사분담 .103 .128 .039 1

5남편외도움 .046 -.008 .024 .011 1

6 산 .001 .013 .011 .038 .000 1

7보육인 라 -.005 -.011 .021 .021 -.029 .153 1

8가구소득(ln) -.079 .088 .064 .097 .012 .168 .021 1

9경제활동상태 .060 -.038 .126 .045 .100 -.059 .010 .095 1

10교육수 .131 .044 .065 .108 .034 .128 .027 .261 -.033 1

11나이 -.396 -.022 -.014 -.091 -.064 .055 .012 .105 .176 -.185 1

12건강상태 .052 .075 .035 .100 -.010 .016 .036 .133 .024 .104 -.161 1

2) 미취업
1 2 3 4 5 6 7 8 9 10 11

1출산의향 1

2결혼가치 .061 1

3성역할가치 -.004 -.162 1

4남편가사분담 .109 .127 .001 1

5남편외도움 .071 .001 -.010 -.001 1

6 산 -.029 .025 -.014 .041 -.024 1

7보육인 라 -.002 -.007 .013 .024 -.006 .140 1

8가구소득(ln) -.108 .081 .002 .074 -.050 .204 .021 1

9교육수 .087 .042 .031 .102 -.022 .113 .023 .209 1

10나이 -.385 -.020 -.001 -.084 -.077 .136 .012 .175 -.129 1

11건강상태 .038 .092 .011 .097 -.055 -.002 .020 .146 .108 -.184 1

3) 취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출산의향 1

2결혼가치 .060 1

3성역할가치 .065 -.133 1

4일만족도 .100 .095 .118 1

5조직 지원 .083 .024 .052 .194 1

6남편가사분담 .103 .131 .064 .181 .110 1

7남편외도움 .043 -.009 .025 .026 .012 .011 1

8 산 .027 -.001 .046 .050 -.076 .040 .024 1

9보육인 라 -.007 -.013 .026 .011 .019 .018 -.047 .165 1

10가구소득(ln) -.029 .101 .098 .298 .195 .109 .036 .151 .019 1

11교육수 .180 .044 .103 .258 .221 .116 .076 .138 .031 .315 1

12나이 -.404 -.011 -.072 -.113 -.128 -.117 -.091 .002 .009 .008 -.234 1

13건강상태 .074 .061 .053 .145 .087 .102 .016 .037 .052 .119 .102 -.149 1

연속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이분형·연속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oint biserial 
correlation, 이분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hi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표 5-11] 기혼여성 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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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항 로지스틱 패  분석 결과: 출산의향142)

 1) 결과1: 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체 기혼여성 응답자들을 상으로 출산의향의 결정요인에 해 

계 으로 분석한 모형들은 [표 5-12]와 같다. [model 2-1]은 인구·

경제학  요인만을 포함한 기본모형이다. [model 2-2]는 기본모형에 

가치  요인을 추가한 것이며 [model 2-3]은 [model 2-2]에 가정 내 

지원 요인을 포함하 다. 마지막으로 [model 2-4]는 재 거주하는 

기 자치단체의 정책  지원 요인들을 추가하 다. 주요변수들을 

심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에 한 것이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

득이 높을수록 재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가구소득의 부정  효과는 가구소득이  자원뿐 아니라 

시간 자원의 에서도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 던 일부 선행연구

들의 주장( : 김사 , 2009; 정은희·최유석, 2013)과 상반된다.

그러나 Becker and Tomes(1976)의 Quantity-Quality 이론에 따르

면 부모가 자녀수 증가 신 자녀의 질(quality)에 한 투자를 선택

하는 경우 경제 수 의 상승이 자녀 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

다. , 가구소득과 출산 간 비일 인 계를 설명한 국내 주요 논

의들을(김두섭, 2007; 이삼식 2016) 고려하면 가구소득과 출산 간 부

정 인 계 가능성에 해서 유추할 수 있다.143) 생각건 , 높은 가

142) 정부 지원 요인들은 응답자가 조사시 에 거주하고 있는 기 자치단체의 산  

보육인 라를 기 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변수 구성상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수

을 구분하는 다층분석(HLM)의 사용이 할 수 있다고 단하여 집단 내 상 계

수인 ICC(Intra-Class Correlation)를 산출하 으나 ICC값은 0.00095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낮은 수 으로 계  자료 분석을 해 다층분석을 실시할 유용성이 매우 은 

것으로 단되어(강상진, 2017: 94) 최종 인 분석방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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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득은 아이를 낳고 기르게 하는 물질  자원의 양을 제공하지만 

경제  자원의 양만으로는 출산 의사결정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자녀의 질에 한 욕구나, 여가, 자아실  등 경제  풍요에서 

오는 다른 삶의 요소들에 의해 오히려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과 출산의향의 계

는 이후 논의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다는 은 여성이 경제활동참

여와 출산이 부정 인 상 계를 가진다는 기존 논의( : Becker, 

1981; Smith-Lovin & Tickamyer, 1978)나 선행연구의 주장( : 김

숙, 2007; 이삼식·최효진, 2014)과 다르다. 이는 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과 정(+)의 계를 보인다는 OECD 국가들을 상으로 

한 거시 인 동향과도 다른 양상이다. 

추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출산에 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

하겠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 , 

다른 출산 련 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개인의 경제활동여부가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다. 근  이후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사회 반의 출생 상이 나타나고 있

으나 이는 시간 흐름에 따른 두 변인 간 추세일 뿐 개인의 가치 이

나 가정 내·외의 지원 등 사회  지원의 향력을 통제한다면 실제 

인과 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경제 ·심

리  자원 증가로 인한 정(+)의 향력과 기회비용의 상승이나 역할 

과부하와 같은 요구 증가에 따른 부(-)의 향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

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144) 즉,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정 인 향

143) 거시단  논의이지만 상 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

다는 것 역시 경제  수 과 출산의 부(-)  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144) Berk and Berk (1983)은 기혼여성의 교육수 과 출산의 계는 기존 생산성 주

의 설명 외에도 여러 삶의 방식이나 가족형태, 양육방식과 같은 여러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언 한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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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부정 인 향력이 혼재되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일 성 있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다른 인구·경제학  요인인 교육수 의 경우, 고졸 이하 그룹을 기

으로 하 을 때 교육수 이 높은 그룹에서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

이 높았다(p<.001). 이는 교육수 과 출산 간 부정 인 계를 논의한 

일부의 연구들과 비되는 한편 높은 교육수 이 오히려 출산 시기를 

빠르게 한다는 일부 연구들과(김태헌 외, 2005; 김은지 외, 2010; 안종

범 외, 2010) 논의를 같이 한다. 특히, 박다은·유계숙(2011)은 교육수

과 출산의향 간 정 인 계를 여성의 높은 교육수 으로 인한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체효과(substitution effect)보다 크다는 

설명으로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여성의 교육수 과 출산 간 계 

변화에 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145) 즉, 과거 여성의 삶에서 결

혼·출산이 고등교육의 이수와 양립하기 어려운 체 계로 설명되었

다면 오늘날 출산의향은 자아실 이나 개개인의 삶의 질 혹은 가치추

구에 따른 선택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에서 볼 때 교육수 과 결

혼·출산 결정은 양립할 수 있는 개인의 생애 단계의 자연스러운 흐름

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  요인에 하여 살펴보면 논의에 포함된 두 가치  요인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혼 가치  요인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p<.001) 성 역할 가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지 못

한 것이다. 결혼 가치 의 경우, 개인이 결혼 필요 인 가치 을 가진

다는 것은 체로 규범 · 통  가치 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출산에 한 태도 역시 규범 일 수 있다는 에서 

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편 성 

역할에 한 가치 은 출산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여성의 경제활동 역시 본문에서 언 한 양방향의 직 효과 외에도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출산에 다양한 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45) 이는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해 살펴본 제 1 의 논의로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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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은 경제활

동상태나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하의 논의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46)

다음으로, 가족 내 지원에 한 것이다. 가족 내 지원은 남편의 가

사분담에 한 만족도와 남편 외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한 여부를 묻는 두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출산 의사결정에서 남편

의 실질 인 가사분담과 이로 인한 시간·에 지 지원  정서  지원

의 요성을 강조한 최근의 선행연구들과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이다

( : 김종훈·양소 ·성지 , 2013; 최지훈·안선희, 2018). 그러나 남편 

외 가사 도움의 여부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외 가사 도움에 하여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논의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산  

‘보육가족여성’ 산 비 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실제 정책수요자인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일정 부

분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모의 국가 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출산 응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 인 평가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산 련 산의 규모가 실제 개인의 인

식개선과 출산계획에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에 한 실마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출산의

향에 주는 향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

나 보육 인 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결정에 있어 보육시설 제공을 강

146)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논의에서 역시 결혼 가치  요인은 일 으로 유의미

한 향력을 보인 반면 성 역할 가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부가

조사에서는 체 미혼여성을 상으로 분석하 을 때 성 평등 인 가치 이 출산의향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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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 던 국내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 유계

숙, 2012; 이삼식·이지혜, 2012).

(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2-1 model 2-2 model 2-3 model 2-4

D D+V D+V+HS D+V+HS+PS

V

결혼가치
0.387*** 0.348*** 0.335***

(0.078) (0.078) (0.078)

성역할가치
0.132+ 0.125 0.127

(0.079) (0.078) (0.078)

HS

남편가사분담
0.359*** 0.345***

(0.072) (0.073)

남편외가사도움
0.207 0.172

(0.208) (0.214)

PS

산(%)
3.308**

(1.143)

보육인 라
-0.005

(0.021)

D

가구소득(ln)
-0.297* -0.321* -0.350** -0.421**

(0.136) (0.136) (0.136) (0.138)

경제활동상태
0.091 0.0761 0.016 0.059

(0.134) (0.135) (0.136) (0.137)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953*** 0.928*** 0.843*** 0.830***

(0.173) (0.173) (0.170) (0.173)

   학원 이상
2.532*** 2.451*** 2.290*** 2.172***

(0.430) (0.421) (0.419) (0.426)

나이
-0.511*** -0.508*** -0.487*** -0.495***

(0.028) (0.028) (0.027) (0.028)

건강상태
-0.039 -0.072 -0.094 -0.078

(0.088) (0.088) (0.088) (0.088)

Constant
16.78*** 15.64*** 14.25*** 14.78***

(1.356) (1.371) (1.340) (1.406)

Log likelihood -2316.9764 -2304.804 -2272.1376 -2241.1377

Wald chi2 369.73***  385.75***  388.47*** 376.21***

Observations 12,944 12,944 12,915 12,771

Number of iid 4,473 4,473 4,470 4,453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2] 패  로지스턱 분석 결과(기혼_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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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1) 미취업자의 출산의향

기혼여성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고, 미

취업자(실업·비경제활동자)의 출산의향에 해 패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13]과 같다. [model 2-5]는 기본모형에 가치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model 2-6]은 [model 2-5]에 가정 내 지원 

요인을 추가하여 살펴보았고, [model 2-7]은 앞선 모형에 정부·지자체 

단 의 지원 요인들을 포함한 통합모형의 성격을 가진다. 주요변수들

을 심으로 비경제활동 그룹의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에 한 결과들에 해 살펴보면, 가구소

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5). 다른 인구·경제학  요인인 교육수 의 경우 고

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문 · 학교 졸업자인 경우(p<.01), 그리고 

학원 이상인 경우(p<.01)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인구·경제학  요인들에 한 분석 결과는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표 5-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족 가치 에 한 분석 결과, 결혼에 한 필요  가치 을 강하

게 가지고 있을수록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

다(p<.01). 그러나 성 역할에 한 가치 의 경우 미취업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했다(p>.1). 이는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미취업 여성의 출산 결정에 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을 유추하게 한다. 두 가족 가치  요인에 한 분석 결과 역시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실시된 [표 5-12]의 결과와 일 성 있는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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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  가정 내 지원이 미취업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

치는 향력에 해 살펴보면, 가정 내 지원을 남편의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와 남편 외 가사 도움의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두 요인 모두 미취업 집단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미취업 기혼여성

의 경우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p<.001) 그리고 남편 

외에 가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p<.05)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출산의향 비교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으

나, 남편 외 가사 지원의 경우 기혼여성 체를 상으로 한 [표 

5-12]의 결과나 이후에 살펴볼 취업자를 상으로 한 [표 5-14]의 결

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에서 미취

업자를 상으로 한 [표 5-13]의 연구결과는 특징 이다. 이 역시 후

속연구들을 통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 으로 남편의 도움이나 그 외의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의 여부 등 가정 내 지원이 출산의향을 결정하

는 데 요한 향을 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  지자체 지원이 실업·비경제활동 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 을 때와 같

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보육가족여성’ 산의 비 이 높을수

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표 

5-12]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출생 상에 응하기 한 지

방자치단체의 산  지원이 실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육아 인 라 

정도는 역시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 으로 정부 지원의 향력에 한 결과 역시 체 기혼여성

을 상으로 하 던 [표 5-12]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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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2-5 model 2-6 model 2-7

D+V D+V+HS D+V+HS+PS

V

결혼가치
0.338*** 0.290** 0.276**

(0.097) (0.097) (0.098)

성역할가치
0.034 0.023 0.025

(0.097) (0.097) (0.097)

HS

남편가사분담
0.431*** 0.425***

(0.085) (0.086)

남편외가사도움
0.727* 0.665*

(0.293) (0.299)

PS

산(%)
2.949*

(1.335)

보육인 라
-0.002

(0.024)

D

가구소득(ln)
-0.395* -0.428* -0.478**

(0.180) (0.177) (0.181)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658*** 0.592*** 0.572**

(0.186) (0.186) (0.190)

   학원 이상
1.846*** 1.682** 1.650**

(0.546) (0.564) (0.569)

나이
-0.427*** -0.407*** -0.414***

(0.032) (0.031) (0.032)

건강상태
-0.205* -0.223* -0.202*

(0.100) (0.100) (0.100)

Constant
14.73*** 13.16*** 13.41***

(1.744) (1.713) (1.788)

Log likelihood -1429.4641 -1400.9656 -1380.8845

Wald chi2 206.79*** 210.71*** 203.3***

Observations 6,356 6,340 6,260

Number of OPID 2,808 2,805 2,784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3]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기혼_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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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업자의 출산의향

[표 5-14]는 취업자를 상으로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자의 경우 직장에 한 요인들이 추가된다는 

에서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표 5-12]나 미취업자를 상으

로 한 [표 5-13]과 구분된다. [model 2-8]은 기본모형에 가치  요인

을 추가한 모형이며 [model 2-9]는 여기에 일 요인을, [model 2-10]

은 조직 지원 요인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 다. [model 2-11]은 가

정 내 지원 요인들을 포함하 다. 최종모델에 해당하는 [model 2-12]

에서는 취업자의 출산의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인구·경제학  요

인에 가치  요인, 일 요인, 그리고 조직 지원과 정부 지원 요인을 모

두 포함하 다. 변수별로 취업자의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들이 취업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

게 나타난 한편(p<.01), 교육수 은 상 으로 높은 학력을 가진 경

우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앞선 [표 5-12]-

[표 5-1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구소득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재 경제활동 여부에 상 없이 가구소득이 기혼여성의 출

산의향과 부정 인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 한 

Becker and Thomes(1976)의 Quantity-Quality 이론이나 가구소득과 

출산에 한 기존 비일 인 연구결과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외에

도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상으로 

한 양정선(2015)의 연구 역시 가구소득이 추가 출산계획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7)

147) 양정선(2015)은 이러한 결과에 해 Quantity-Quality 이론의 용과 더불어, 맞벌

이 가정의 경우 가구소득 내에 아내의 근로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 본인의 소

득이 높은 경우 소득에 한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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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족 가치  요인의 경우,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표 5-13]

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미취업자를 상으로 분

석하 을 때 성 역할 가치 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취업자를 상으로 한 경우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모두 출산의향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보인 것이다.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성 역할에 해 평등 인 가치 을 가지는 경우 출산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1). 이는 일반 으로 성 역할

에 한 규범 · 통  가치 을 가진 경우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난 

주효진·곽경희·조주연(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것이다.148)

생각건 , 재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입장에서, 성 역할에 

한 평등 인 가치 은 출산 시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모두 부담

해야만 한다는 부담이나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가정 역을 선택해

야 한다는, 즉, 가사와 육아를 담해야 한다는 성 분업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에서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즉, 여성을 일과 가정의 양자택일  선택상황에서 탈피

하게 하고 출산 시 남편과의 평등 인 가정 내 분업상태를 기 함으

로써 출산으로 상되는 부담을 이고, 경제  이유나 자아실  등

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이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취업 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성 역할 가치  요인이 미취업 그룹과 달리 취업 그룹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는 것은 일과 가정  일 역의 유

무와 존속 가능성이 성별 분업에 한 가치 과 출산의향 간 계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 역할에 한 평등  가치

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으로 하여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인식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출산 후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가정에서 필요한 가사  육아에 한 역할을 

라 설명하 다. 그러나 출산의향에 한 가구소득의 부정  향력은 아내의 근로소

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이러

한 결과를 아내 소득의 향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148)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성 평등  가치 이 미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었던 부가조사(부록 1.) 논의와는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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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담할 것이라는 기 를 가지게 함으로써 출산에 해 정 인 

인식을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149)

일(work) 요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주는 

향에 하여 살펴보면, 일에 한 반 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일 만족도의 

향력은 일 역에서의 역할수행과 가정 역에서의 역할수행을 교환

(trade off) 계로 간주하여( : 가용시간  에 지 자원 측면) 일

에 한 몰입과 만족이 클수록 결혼과 출산에 부정 인 향을  것

이라 간주한 기존 연구들과 다르다. 그러나 반 로 취업 여성의 일 

만족도가 정  이로의 향을 다고 주장한 류임량(2009)의 연

구나 마찬가지로 취업 여성의 일 만족도가 일-가정 양립  출산결정

에 정 인 향을  양정선(2015)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일 만족도와 출산의향 간 정  계는 직장 역에서 얻는 일에 

한 만족감이 심리  안정이나 효용감 등 요한 심리  자원을 형

성하여 출산 의사결정에도 정 인 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한 강건성 증명이 필요하겠으나 [표 5-14]

의 연구결과는 일 역과 가정 역이 가진 교환  성격을 강조하는 

논의들과 달리, 미혼 여성의 일에 한 만족감이 개인의 심리  안정

이나 효용감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며 일·가정 정 인 

이(positive spillover)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한 인지 정도를 의미하는 조직 지원 

요인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9) 련하여 오늘날 사회 구조 인 제약과 여러 실 문제로 인해 결혼 감소나 출생 

감소가 거시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나 교육수

 상승 는 성 평등 인식 확산과 같은 가치  변화로 인한 (부정 인) 결과로 보기

보다는 사회 내(혹은 집단 간) 양성평등 수 의 불일치와 괴리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

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유사한 에서 Van de Kaa(2004) 역시 탈근 사회의 여성

의 개인 삶에 한 선호가 반드시 결혼·출산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했다. , 출산에 한 논의는 아니나 가치 과 결혼의 계에 하여, 김은정(2010)은 

은 여성들의 가치 이 진보 으로 변화하는 반면 사회구조의 가치 은 여 히 통

이기 때문에 여성의 결혼이 지연되고 있음을 언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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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사회  지원이 취업 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못하 다는 것은 본 연구의 기 와 다른 양상이다. 이에 한 보

다 자세한 논의는 취업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부가조사(부록 2.)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가정 내 지원 요인인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와 남편 외 가사 

도움 여부에 해 살펴보면,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는 경제활

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통계 으로 정 인 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이에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표 

5-12]나 미취업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표 5-13]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자녀 출산에 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정 내 남편의 지원  노

력과 역할수행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 외 가사 도움의 경우 미취업자의 출

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었던 것과 달리 취업자의 출산의향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 결과에 해서는 경제활동에 

따른 비교에서(소결)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앞서 언 하 듯 가정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  지원의 효과가 상 으로 미취업 여

성의 출산의향에 더 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효과에 하여, 역시 일반회계  

‘보육가정  여성’에 한 산 비 이 높은 경우 기혼 취업 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보육 인

라의 경우 앞선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정부 지원 요인  산 규모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상 없이 모든 경우에서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었다는 은 오늘날 출산 응정책의 실질 인 효과성 여부를 떠

나 재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나타나는 정부 지원이 기혼여성들의 

반 인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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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2-8 model 2-9 model 2-10 model 2-11 model 2-12

V V+W V+W+OS
V+W+OS+

HS
V+W+OS+
+HS+PS

V

결혼가치
0.455*** 0.429*** 0.430*** 0.415*** 0.400**

(0.133) (0.132) (0.132) (0.131) (0.131)

성역할가치
0.270* 0.232+ 0.229+ 0.231+ 0.222+

(0.127) (0.126) (0.126) (0.124) (0.124)

W 일 만족도
0.384* 0.361* 0.333* 0.352*

(0.152) (0.155) (0.152) (0.153)

OS 조직 지원
0.192 0.161 0.191

(0.193) (0.187) (0.188)

HS

남편가사분담
0.245* 0.216+

(0.124) (0.125)

남편외가사도움
-0.378 -0.389

(0.292) (0.297)

PS

산(%)
4.125*

(1.918)

보육인 라
-0.027

(0.034)

D

가구소득(ln)
-0.403* -0.470* -0.495* -0.493* -0.595**

(0.203) (0.206) (0.209) (0.211) (0.214)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1.481*** 1.384*** 1.347*** 1.274*** 1.208***

(0.299) (0.295) (0.297) (0.289) (0.291)

   학원 이상
3.254*** 3.107*** 3.077*** 3.029*** 2.774***

(0.613) (0.606) (0.608) (0.598) (0.606)

나이
-0.582*** -0.579*** -0.581*** -0.561*** -0.568***

(0.0523) (0.0527) (0.0534) (0.0514) (0.0528)

건강상태
0.305+ 0.280+ 0.273+ 0.259 0.258

(0.156) (0.157) (0.158) (0.158) (0.158)

Constant
16.28*** 15.78*** 15.55*** 14.45*** 15.48***

(2.216) (2.165) (2.186) (2.152) (2.223)

Log likelihood -924.6338 -921.4805 -920.3440 -910.0375 -899.0250

Wald chi2 141.48*** 138.39*** 136.23*** 138.39*** 139.57***

Observations 6,588 6,582 6,581 6,568 6,504

Number of iid 2,824 2,823 2,823 2,820 2,804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4]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기혼_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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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비교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체 으로 살펴보면 [표 5-15]

와 같다. 변수 간 비교의 편의를 해 실업·비경제활동자를 상으로 

한 [model 2-7]의 결과와 취업자를 상으로 하되 일(work)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을 제외한 [model 2-13]을 비교하 다150).

[표 5-15]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하 던 인구·경

제학  요인, 가치  요인, 일 요인 그리고 사회  지원 요인들 모두 

여성의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설명에 있어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 

용의 유용성을 확인하게 한다. 통합모형을 용하 을 때, 출산의향

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요인들 통제한 경우, 기존에 

심 으로 연구되어 왔던 인구·경제학  요인의 향력이 기존 신가

정경제학의 이론  논의나 거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  통념들

과 상이한 모습을 보 다는  역시 에 띈다. 특히 교육수 의 경

우 모든 모형에서 일 으로 높은 교육수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에서 특징 이다.151)

가구소득의 경우 기존 논의의 방향성 역시 일 이지 않았기 때문

에 실제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까지의 출산 응

정책이 경제  지원을 심으로 제공되었다는 과 조 인 결과다. 

련하여, 인과 계의 차이는 있지만, 유자녀 부모를 상으로 심층면

담을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a)의 연구 결과는 가구소득의 

향력에 한 해설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a)

150) 통합모델에서 논의된 모든 변수의 비교를 해서는 [model 2-7]와 [표 5-14]의 

[model 2-12]를 함께 살펴보면 된다.

151)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논의에서 역시 높은 교육수 을 가진 경우 결혼의향이 

있다고 할 확률이 높았다는 에서 본 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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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 교육 성취에 

한 강한 압박감을 가지며 동시에 자녀에게 질 좋은 사교육과 높은 

수 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구체 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

었다. ,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한 명의 자녀에게 최고와 

명품의 교육기 이나 로그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 다(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6a, pp.85-88 참고). 이는 부모의 물리  자원이 많다고 

해서 많은 자녀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는 Becker and Tomes(1976)의 

Quantity-Quality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향후 가구소득과 출산의향 간 

계에 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들은 오히

려 우리나라의 경우 소자녀 이 정착되었고, 은 수의 자녀에게 많

은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경제학  요인 외 주요변수들에 해서 살펴보면 경제활동상

태에 따른 공통 과 차이 이 존재한다. 먼 , 가족 가치 의 경우 경

제활동상태에 상 없이 결혼 가치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보 다는 에서는 공통 이나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취업자를 상

으로 한 경우에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

다. 이때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는  한 흥미롭다. 즉,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취업 여성을 상으

로 한 논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결혼

에 한 규범  가치 은 출산의향과 정(+)의 계가 나타난 한편 성 

역할에 한 규범  가치 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출

산의향과 부정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기존 성별 분업에 한 고정 념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본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크

다. 첫째, 연구결과는 가족에 한 통  가치 이 반드시 출산 결정

과 정 인 계를 갖는 것은 아니며 반 로 오늘날  세계 으로 

확산하고 있는 성 평등  가치  한 결혼에 부정 인 향만을 주

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즉, 탈근 사회 여성들의 양성평등의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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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개인 삶에 한 선호가 반드시 결혼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니라는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 생각건 , 성 역할에 한 평등 인 가치 이 있을 때, 오히려 여

성은 일과 가정의 역할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딜 마에서 벗

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경력단 이나 출산의 지

연·포기 등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면서 경험할 수 

있을 미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출산의향을 높

이는 정 인 기능을 할 수 있다152). 

더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개인 가치 에 해 논의하

고 있는 지 까지의 다수 경험 연구들은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을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간주하여 함께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세부 문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보다, 개인이 통 이고 규범

인 가치 을 가지는 경우(혹은 남성 심의 생계부양모델에 동의하

는 경우) 결혼·출산의향이 높을 것으로 간주해 온 것이다( : 이삼식 

외, 2005; 진미정·정혜은, 2012). 그러나 본 연구 분석 결과, 출산에 

한 가치 과 성 역할 규범에 한 가치 은 별개의 개념으로 기혼여

성의 결혼의향에 각기 다른 매커니즘을 통해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출산의향에 미치는 방향성 역시 차이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가족 가치 을 논의할 때에는 이들 개념을 분리하

여 차별 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  지원  가정 내 지원에 한 결과에도 경제활동상태에 따

른 공통 과 차이 이 나타났다. 남편 가사도움에 한 만족도는 경

제활동상태의 구분 없이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쳤으나 남편 

외 가사 도움은 미취업자의 경우에만 출산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업주부에 해당하는 미취

업자의 경우 남편 외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출산의향이 있

152) 그러나 앞서 언 하 듯 이러한 개인의 가치 이 실에서도 실천될 수 있는가에 

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성 역할에 한 평등  가치 과 이로 인한 기

심리가 결혼 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제로도 성별에 구애받

지 않는 생활이 가능한지에 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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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취업자의 경우 남편 외 추가 인 가사도

움의 존재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다소 의

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미루어볼 때,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취업자와 미취업

자 간 우선순  혹은 직면하는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일 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가

정 역에서의 역할을 담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가정 내 실질 인 

가사 도움의 여부(나아가 출산 후 가사와 육아에 한 추가 도움 여

부)가 출산 의사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반 로 취업 여성

의 경우 가정 역에서의 지원도 요하겠으나 이 외에 본인의 경력

개발이나 근무 지속가능성과 같은 일 역에서의 요인이 상 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153)

실제 미취업 여성의 경우, 가구 내 가사와 육아를 모두 담하는 경

우가 많다는  역시 향을 다. 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와 특히 

육아를 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상 으로 혼자 육아를 해

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소  워킹맘에 비해 남편이나 남편 외 타

인의 도움에 한 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 지원 정도와 여

부가 더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154) 취업 여성155)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해 타인에게 가사  육아 도움을 받는 것이 상

으로 자연스럽다는  역시 분석에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 , 가족 가

153) 실제 [표 5-11] 상 계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남편 외 가사도움

과 유의미한 정의 상 계(r=0.1, p<.001)를 가진다.

154) 유자녀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임 주(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산분석을 하

을 때, 업모의 우울과 양육스트 스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취업 

여성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감이 업주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5) 일반 으로, 업모의 경우 양육 스트 스를 경감해  다른 역(혹은 네트워크)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역시 우울감의 해소를 어렵게 한다. 반면에, 워킹맘의 경우 일

과 가정 모두를 성공 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일명 ‘슈퍼맘콤 스’와 과도한 역할

수행에 한 부담이 우울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의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3배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남편과 남편 외 가사 지원이 필요 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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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의 요성과 가족 가치  구성개념 간 차별성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결정에 하여 가족 가치

의 향력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 있다. 나아가 통 이고 규

범 인 가족 가치 이 결혼과 출산 의사결정에 정 일 것이라는 기

존의 통념과 다르게, 성 역할에 하여 평등 인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의향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취업 여성을 상으로 

한 논의에서 확인하 다는 도 특징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늘

날 사회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양성평등인식이나 개인주의의 확산이 

반드시 결혼·출산의 감소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동시

에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논의의 구분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에서 학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출산의사결정에 있어 사회  지원의 요성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결정에 있어 사회  지

원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편의 가사분담이나 남편 외 

가사 도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련 산의 규모 등 사회  지원

은 가용자원의 측면에서, 여성에게 시간 ·경제  자원뿐 아니라 정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용자원의 증가가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 다.

재 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으나 출산 후 남편이 가사  보육·육

아에 지원 일 것이며 이 외에 부모님 등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는 믿음, 재 취업 이며 자신의 재 일에 해 만족하고 앞으

로도 (성 역할에 구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아이를 낳

게 되면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가족여성 련 정책  지원 

등은 기혼여성의 가용자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출산으로 수반되는 

요구 역시 경감시킬 수 있다. 한, 출산을 개인 책임의 문제에서 국

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출산이 

개인의 희생이나 손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사회  지

원의 요성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족 형성 

 출생률 제고를 해 사회 내 양성평등인식 향상, 사회구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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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선 그리고 국가의 정책  노력을 강조한 최근 주요 연구들의 주

장과도 논의의 맥을 같이 한다( : Kohler, Billari & Ortega, 2001; 

2006; McDonald, 2006).

마지막으로, 본 의 분석 결과는 Becker(1960; 1981)의 ‘출산결정이

론’ 등 신가정경제학의 논의에 치 해 왔던 기존의 이론  논의를 비

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에서 함의가 있다. 

통합모델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 을 때, 일부 인구·경제학

 요인  일 요인의 향력은 기존 통념  논의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 으며 추가 으로 살펴본 가치  요인이나 가정 내 지원과 정부 

지원은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가정경제학자

들의 이론  가정에 한 비 ( : Berk & berk, 1983), 특히, 성별에 

따른 생산성 차이에 한 제( : Grossbard-Shechtman, 2001: 109)

를 비 하는 일부 이론  논의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 최근의 사

회변화에 따른 개인 가치  변화나 사회 문화  제도, 그리고 정책 

향력을 강조하는 논의들( : Engelhartd et al., 2004; McDonald, 

2000; 2006)과도 의견을 같이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론 인 논의를 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출생 상에 한 학문  혹은 정책

 근에 있어서 거시  수치 주의 논의 혹은 개인의 사회경제  

요인 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여러 삶의 요인들

이 출산의사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 요인에 한 

통합 인 고찰이 필요함을 보여 다. , 이러한 총체 인 근에 있

어 개인 수 의 많은 경험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녀수에 따른 논의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겠으나, 경제활

동상태에 따라 그룹을 나  경우에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할 

때, 앞서 언 한 출산에 한 논의에 있어 재의 경제활동상태나 자

녀 수 등 개개인의 상황에 한 고려가 수반된다면, 정책 당사자 혹

은 수요자 심의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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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2-7 model 2-13

실업/비경제 취업

V

결혼가치
0.276** 0.424***

(0.098) (0.131)

성역할가치
0.025 0.259*

(0.097) (0.125)

HS

남편가사분담
0.425*** 0.251*

(0.086) (0.126)

남편외가사도움
0.665* -0.393

(0.299) (0.298)

PS

산(%)
2.949* 3.893*

(1.335) (1.923)

보육인 라
-0.002 -0.024

(0.024) (0.034)

D

가구소득(ln)
-0.478** -0.503*

(0.181) (0.207)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572** 1.342***

(0.190) (0.293)

   학원 이상
1.650** 2.954***

(0.569) (0.610)

나이
-0.414*** -0.569***

(0.032) (0.0521)

건강상태
-0.202* 0.289+

(0.100) (0.157)

Constant
13.41*** 16.05***

(1.788) (2.236)

Log likelihood -1380.8845 -903.1324

Wald chi2  203.30*** 144.60***

Observations 6,260 6,511

Number of iid 2,784 2,806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5] 분석 결과 비교(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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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3: 자녀수에 따른 구분

이하의 논의에서는 기혼 응답자 가정의 재 자녀수에 따른 추가

인 설명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체 기혼여성 응답

자  재 자녀가 없거나 한 명만 있는 경우를 분리하여 이들 각 그

룹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있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즉, 무

(0)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을 구분하고 여기에 속한 기혼여성 응답

자의 출산의향 결정요인에 해 논의할 것이다. 자녀수 측정에 하

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가족패 의 경우 총 자녀수에 한 질문

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 수 산정을 해, 응답

자의 ‘진입년도 자녀 수’에 이후 조사연도의 ‘지난 조사 이후 출생 자

녀수’를 더하여 자녀수를 산정하 다.156)157)

  (1) 무(0)자녀자의 출산의향

   가. 체 무(0)자녀자의 출산의향

[표 5-16]은 무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체의 출산의향 결정요인에 

한 패  분석 결과이다. 각 조사연도 기  재 자녀가 없다고 응

답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결혼 가치 과 교육수  요인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어떠한 주요변수도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 을 

때, 통합모형에 포함된 여러 요인의 향력을 확인한 것([표 5-12])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혼 가치 의 경우 결혼 필요 인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56) 자녀수=진입년도 출산 자녀수+각 조사연도 출산자녀수

157) 구체 인 분석의 경우 앞선 기혼여성 체에 한 논의(표5-12~표5-15)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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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p<.05), 교육수  역시 높은 교육수 에서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p<.1)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논의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3-1 model 3-2 model 3-3 model 3-4

D D+V D+V+HS D+V+HS+SS

V

결혼가치
0.541* 0.543* 0.499*

(0.235) (0.234) (0.236)

성역할가치
-0.147 -0.120 -0.093

(0.250) (0.250) (0.247)

HS

남편가사분담
0.105 0.105

(0.231) (0.234)

남편외가사도움
-0.804 -0.845

(0.806) (0.818)

PS

산(%)
3.384

(3.271)

보육인 라
-0.038

(0.062)

D

가구소득(ln)
0.102 0.097 0.128 0.101

(0.320) (0.324) (0.317) (0.312)

경제활동상태
0.228 0.283 0.280 0.249

(0.389) (0.416) (0.399) (0.404)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237 0.324 0.251 0.218

(0.563) (0.580) (0.563) (0.562)

   학원 이상
1.823+ 1.866+ 1.823+ 1.746+

(1.077) (1.042) (1.046) (1.034)

나이
-0.471*** -0.475*** -0.454*** -0.453***

(0.076) (0.077) (0.073) (0.072)

건강상태
0.446* 0.460* 0.439* 0.446*

(0.216) (0.222) (0.222) (0.223)

Constant
15.30*** 14.31*** 12.97*** 13.30***

(3.754) (3.953) (3.758) (3.931)

Log likelihood -236.3541 -233.5346 -231.0899 -229.7288

Wald chi2 44.94*** 45.89*** 46.98*** 47.91***

Observations 555 555 540 535

Number of iid 288 288 280 278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6]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0자녀_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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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무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는 [표 5-17]과 [표 5-18]과 같다. [표 5-17]의 경우 미취업 

기혼여성을 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이며 [표 5-18]의 경우 경제활

동을 하는 기혼여성을 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이다. 무자녀 가정의 

기혼여성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이항 로지스틱 패 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 5-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심

으로 논의하고 있는 인구·경제학  요인, 일 요인, 가정 내 지원  

정부 지원과 같은 사회  지원 요인들이 경제활동상태에 계없이 모

두 무자녀 가정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그룹을 상으로 한 [표 5-17]의 경우 체 무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을 상으로 분석한 [표 5-16]과 마찬가지로 결혼 가치 이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p<.05) 취업자 그룹의 

경우 결혼 가치  요인조차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취업자를 상으로 하는 경우,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델의 어떠한 요인들도 취업상태에 있는 무자녀 가정 기

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무자녀 가정의 경우 출산 응정책의 요한 정책 상이라는 

에서 기존에 주로 논의되어 왔던 인구·경제학  요인뿐 아니라 본 연

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의 요인들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

지 못하 다는 은 놀라운 결과라 할 수 있다.158)159)

158) 한편,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응답자 나이의 경우 출산의향에 해 일

으로 강한 상 계를 보인다는 에서 결혼의향과 달리 출산의향의 경우 응답자의 

물리  나이가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응답자의 나이만큼 결혼 

가치 의 향력이 크다는 에서 개인 가치 의 요성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

159) 이는 연구결과가 상 으로 은 수의 응답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오는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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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3-5 model 3-6 model 3-7

D+V D+V+HS D+V+HS+PS

V

결혼가치
0.555** 0.513* 0.459*

(0.283) (0.270) (0.269)

성역할가치
-0.451 -0.424 -0.396

(0.319) (0.301) (0.299)

HS

남편가사분담
0.329 0.332

(0.269) (0.275)

남편외가사도움
-0.280 -0.299

(1.116) (1.137)

PS

산(%)
4.831

(3.747)

보육인 라
-0.037

(0.075)

D

가구소득(ln)
-0.173 -0.111 -0.204

(0.572) (0.542) (0.544)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500 0.384 0.415

(0.646) (0.612) (0.610)

   학원 이상
1.891* 1.664 1.546

(1.130) (1.020) (1.078)

나이
-0.388*** -0.349*** -0.358***

(0.099) (0.085) (0.085)

건강상태
0.199 0.189 0.193

(0.279) (0.266) (0.278)

Constant
14.82** 11.88** 12.87**

(6.139) (5.668) (5.905)

Log likelihood -129.859 -127.515 -125.973

Wald chi2 19.88** 21.58** 22.42*

Observations 282 272 269

Number of iid 173 166 165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7]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0자녀_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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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3-8 model 3-9 model 3-10 model 3-11 model 3-12

V V+W V+W+OS +HS +PS

V

결혼가치
0.360 0.374 0.450 0.549 0.575

(0.388) (0.392) (0.394) (0.404) (0.401)

성역할가치
0.223 0.179 0.187 0.209 0.204

(0.355) (0.355) (0.348) (0.364) (0.366)

W 일 만족도
0.336 0.316 0.339 0.378

(0.410) (0.428) (0.419) (0.423)

OS 조직 지원
0.0588 0.128 0.125

(0.539) (0.553) (0.568)

HS

남편가사분담
-0.179 -0.189

(0.403) (0.411)

남편외가사도움
-1.357 -1.516

(0.990) (0.975)

PS

산(%)
2.963

(5.051)

보육인 라
-0.092

(0.089)

D

가구소득(ln)
-0.017 -0.091 -0.069 0.024 0.045

(0.400) (0.441) (0.461) (0.474) (0.467)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235 -0.321 -0.409 -0.473 -0.559

(0.759) (0.786) (0.836) (0.871) (0.887)

   학원 이상
1.293 1.188 1.203 1.398 1.465

(1.570) (1.559) (1.631) (1.751) (1.724)

나이
-0.499*** -0.501*** -0.523*** -0.546*** -0.551***

(0.107) (0.110) (0.119) (0.136) (0.139)

건강상태
0.891* 0.889* 0.944* 0.997* 1.040*

(0.425) (0.423) (0.458) (0.546) (0.551)

Constant
14.54** 14.24** 14.44* 14.42** 15.11**

(5.358) (5.442) (5.862) (6.040) (6.335)

Log likelihood -107.7987 -107.4553 -106.1793 -104.4810 -103.9746

Wald chi2 26.27** 24.95** 23.00** 20.51* 20.42+

Observations 273 273 273 267 265

Number of iid 164 164 164 161 160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8] 패  로지스틱 분석결과(0자녀_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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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무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비교

[표 5-19]는 무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분석 결과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비교의 편의를 해 미취업자를 상

으로 한 [model 3-7]과 취업자를 상으로 하지만 일 요인과 조직 지

원 요인을 제외한 [model 3-13]을 비교 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앞선 [표 5-16]~[표 5-18]과 마찬가지로 미취업자의 결혼 가치 을 제

외한 주요 설명변수들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앞선 논의의 결

과들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무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이상의 결과들이 던지는 메

시지는 매우 의미 있다. 이견의 여지는 있겠으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 , 개인 선택의 에서, 무자녀 가정 여성의 출산의향을 결정

하는 제3의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들의 논의를 총체 으로 고려하여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틀

로 사용하 으나 통합모델에 포함된 요인들은 특정 집단 간 차별성을 

모두 고려한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160) 즉, 세부집단에 따른 특수

성에 한 논의가 이제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부의 출산의향에 향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충분히 논의

되지 못한 다른 설명변수들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컨  기혼 취업 여성을 상으로 한 양정선(2015: 626)의 연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비해 재 무자녀인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

능성이 더 없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 고, 이를 결혼 후 바로 임

신과 출산을 계획하지 않고 무자녀 시기를 유지하는 경향 때문으로 

160) 이는 앞서 언 하 듯 출산에 한 논의가 거시단  주로 진행되어 왔고 개인 수

 논의들 한 이론 인 을 심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이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외에 집단 간 차별성에 한 실증분석은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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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 다. 유사한 맥락에서, 결혼 후 배우자와 신혼생활을 더 즐기

기 하여 혹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특정 시기 이후에 출산을 계획

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딩크족(DINK) 혹은 싱크족(SINK)족이 될 것

을 의한 경우가 무자녀 가정에 포함된다. 이 외에 불임이나 난임 

등 비자발 인 건강상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 역시 통합모델의 

요인들로는 출산의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161).

무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에게 재 출산의향이 없다는 것은 기존 자

녀수에 만족하 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 자발 ·비자발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우와 나아가 앞으로도 출산계획이 

없는 딩크(DINK)족일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에서 다른 유자녀 그룹

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에 출산의향에 한 논의 역시 다른 그룹

과는 차별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  에서, 무자녀 가정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를 해

결을 한 요한 정책 상이라는 을 고려할 때, 정책  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함유하는 의미는 더 의미심장하다. 개인 출산의사 

결정에 향을  것이라 여겼던 결정요인들이 무자녀 가정 내 여성

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계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학

계와 문가를 비롯한 정책 련자들이 무자녀 가정 내 여성 혹은 부

부의 동기와 수요에 해서 하게 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운 과 향후 정책형성에 있어 무자녀 가정의 

집단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이

상의 논의들은 표본 구성의 특성상 상 으로 은 수의 응답자들을 

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건강상의 이유로 비자발

으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 역시 포함되었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기 해서는 향후 무자녀 가정의 의사결

정에 한 심과 함께 이들을 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한 추가

인 검증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61) 난임·불임 등 건강 문제로 인한 비자발 인 출산 어려움 역시 일부 무자녀 가정의 

특성으로 다른 유자녀 가정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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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3-7 model 3-13

실업/비경제 취업

V

결혼가치
0.459* 0.433

(0.269) (0.394)

성역할가치
-0.396 0.258

(0.299) (0.366)

HS

남편가사분담
0.332 -0.083

(0.275) (0.379)

남편외가사도움
-0.299 -1.399

(1.137) (0.977)

PS

산(%)
4.831 2.717

(3.747) (4.699)

보육인 라
-0.037 -0.055

(0.075) (0.075)

D

가구소득(ln)
-0.204 0.097

(0.544) (0.403)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415 -0.351

(0.610) (0.788)

   학원 이상
1.546 1.516

(1.078) (1.639)

나이
-0.358*** -0.510***

(0.085 (0.117)

건강상태
0.193 0.941**

(0.278) (0.475)

Constant
12.87** 14.37***

(5.905) (5.571)

Ln likelihood -125.973 -105.903

Wald chi2  22.42* 24.86**

Observations 269 266

Number of iid 165 160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19] 분석 결과 비교(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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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1)자녀 가정의 출산의향

   가. 체 한(1)자녀 가정의 출산의향

한 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표 5-20]과 

같다. [model 4-1]은 인구·경제학  요인  통제요인들을 포함한 기

본모형이며 [model 4-2]는 여기에 가족 가치  요인을 추가하 다. 

[model 4-3]은 가정 내 지원 요인, [model 4-4]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요인들을 포함한 계  모형이다. 한 자녀 가정의 응답자를 

상으로 출산의향 결정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한 자녀 가정의 기혼

여성 응답자들의 출산의향 결정요인들은 무자녀 가정과 상이한 양상

을 보 다. 이는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 던 [표 5-12]와도 구

분된다. 주요변수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경제학  

요인  가구소득과 경제활동상태는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자녀 가정을 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공통 이지만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결과에서 가구소

득이 출산의향에 부(-)의 향을 주었던 것과 구분된다. 교육수 의 

경우 고졸 이하 그룹에 비해 교육수 이 높은 그룹이 출산의향이 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 된 경향성을 보 다(p<.001 는 p<.05). 

둘째, 한 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추가 인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련 선행연

구에 따르면 한 자녀 여성의 경제활동은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

기하는 방향으로 향을 주거나(이삼식 외, 2005) 반 로 추가 출산 

시기를 앞당기게 한다는(민 주, 2007; 김은지 외, 2010; 안종범, 2010) 

두 가지 방향성에 한 논의가 공존한다. 이러한 논의 사이에는 일 

지향  여성들이 출산 간격을 좁힘으로써 경력단  기간을 최소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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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과 반 로 출산 간격을 최 한 늘려 경력단 로 인한 부정

 효과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주장이(김은지 외, 2010) 뒷받침된다. 

상반되는 주장  어떠한 설명이 타당한지에 하여는 더 많은 연구

의 진행이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상

반된 효과가 함께 작용하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가치  요인에 하여 결혼 가치 은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계(p<.05)가 있는 반면,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 의 향력은 0자녀 

가정이나 1자녀 가정뿐 아니라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이 의 

분석과 체 으로 일치한다. 생각건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혼 가치 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출산의향 결정에 비

교  강건하고 견고한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정 내 지원에 한 것이다. 가정 내 지원은 남편의 가사분

담에 한 만족과 남편 외 가사 도움 여부의 두 개 문항으로 측정한 

바 있다. 분석 결과, 1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업에 

해 만족할수록(p<.05), 그리고 남편 외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

는 경우(p<.05) 출산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상태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통해 더 살펴보겠지만 이는 무자녀 가

정을 상으로 하 던 [표 5-12] 결과와 다르다. 특히 ‘남편 외 가사 

도움’ 변수는 체 기혼여성 에서도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결과

에서만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에 한 두 개 문항은 모두 출산의향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무자녀 

가정에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기혼여성 반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표 5-12]~[표 5-15]) 한 자

녀 가정의 출산의향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은 주요 

정책 상에 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 결과는 곧 

정부 산지출을 통한 지원이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추가출

산의향에는 정 인 향을  수 있으나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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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여성들의 피부에는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4-1 model 4-2 model 4-3 model 4-4

D D+V D+V+HS D+V+HS+PS

V

결혼가치 0.337* 0.318* 0.302*

(0.135) (0.137) (0.137)

성역할가치 -0.031 -0.0433 -0.028

(0.122) (0.124) (0.123)

HS

남편가사분담 0.295** 0.276*

(0.115) (0.115)

남편외가사도움 0.697* 0.698*

(0.315) (0.326)

PS

산(%) -0.146

(1.735)

보육인 라 0.014

(0.032)

D

가구소득(ln) -0.146 -0.172 -0.228 -0.238

(0.212) (0.211) (0.215) (0.218)

경제활동상태 -0.266 -0.249 -0.340 -0.293

(0.205) (0.204) (0.213) (0.213)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944*** 0.934*** 0.863*** 0.857***

(0.259) (0.259) (0.261) (0.263)

   학원 이상 2.042** 2.063*** 1.779** 1.628*

(0.656) (0.639) (0.656) (0.661)

나이 -0.423*** -0.416*** -0.406*** -0.404***

(0.038) (0.037) (0.0372) (0.038)

건강상태 0.036 0.017 -0.0115 0.004

(0.135) (0.134) (0.136) (0.136)

Constant 14.13*** 13.33*** 12.66*** 12.47***

(2.165) (2.185) (2.217) (2.332)
Log likelihood -788.6158 -785.2301 -774.6446 -761.4255
Wald chi2 137.47*** 144.81*** 144.31*** 142.12***

Observations 2,201 2,201 2,190 2,154
Number of iid 918 918 913 905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20]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1자녀_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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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표 5-21]과 [표 5-22]는 한 자녀 가정 기혼여성들을 경제활동상태

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

업 여성들의 경우([표 5-21]) 교육수 과 가정 내 지원변수들이 출산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한편, 가치  요인이나 정부 지원 

요인들은 그 지 않았다. 구체 으로, 인구·경제학  요인  교육수

의 경우 고졸 이하 그룹에 비해 문  는 학교 졸업 수 의 

학력을 가진 그룹이 출산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이는 앞선 분석 결과들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결과다.

[표 5-21]의 결과는 모든 가정 내 지원 요인이 출산의향과 유의미

한 정(+)의 계를 보 다는 에서 특징 이다. 미취업 여성의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고(p<0.01), 남편 외에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역시 

출산의향과 정 인 계를 보인 것이다(p<.1). 이는 체 기혼여성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표 5-13]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미취업자 기혼여성, 즉, 소  업주부의 경우 가정 내 사회  지원

의 여부와 정도가 출산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단

된다. 가정 내 지원 요인의 효과는 추가 인 자녀출산계획에 있어 남

편 가사분담이나 남편 외 가사 도움 등 가정 내에서 아내의 역할 부

담을 상쇄해  지원  요소가 지 한 향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체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가사분

담의 형평성이 감소한다는 을 고려할 때(오지혜, 2016) 가정 내 지

원의 효과는 특히 자녀가 있거나 많을 때 출산 의사결정에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무자녀 가정과 달리 자녀가 있는 한 자

녀 가정의 기혼여성에게 가정 내 지원 요인이 유의미하고 요하게 

작용하 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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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4-5 model 4-6 model 4-7

D+V D+V+HS D+V+HS+PS

V

결혼가치 0.105 0.0771 0.066

(0.160) (0.165) (0.162)

성역할가치 -0.192 -0.204 -0.190

(0.145) (0.151) (0.148)

HS

남편가사분담 0.378** 0.366**

(0.140) (0.139)

남편외가사도움 0.970+ 0.904+

(0.531) (0.534)

SS

산(%) 0.523

(2.132)

보육인 라 -0.028

(0.036)

D

가구소득(ln)
-0.167 -0.210 -0.215

(0.260) (0.262) (0.266)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719** 0.677* 0.677*

(0.269) (0.279) (0.280)

   학원 이상 1.049 0.657 0.633

(0.919) (1.030) (0.993)

나이 -0.361*** -0.359*** -0.353***

(0.043) (0.0433) (0.043)

건강상태 0.004 -0.031 0.004

(0.148) (0.155) (0.153)

Constant 12.65*** 11.85*** 11.96***

(2.575) (2.626) (2.700)

Log likelihood -492.879 -484.841 -476.853

Wald chi2  81.69*** 78.10*** 78.92***

Observations 1,213 1,208 1,190

Number of iid 615 610 6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21]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1자녀_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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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5-22]는 한 자녀 가정 취업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결정요

인들을 보여 다. 주요변수들을 심으로 결과에 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 에서는 교육수 이 출산의향

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그룹을 기 으로 

하 을 때 문 ·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p<.01)뿐 아

니라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p<.01) 모두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한 자녀 가정 체 여성

뿐 아니라([표 5-20] 참고) 체 기혼여성([표 5-12] 참고)  체 취

업 여성을([표 5-14] 참고) 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치  요인의 경우, 결혼에 하여 규범 인 가치 을 가지고 있을

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p<.01) 성 역

할에 한 가치 의 경우 추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

하 다. 가치  요인의 향력은 체 기혼여성이나 무자녀 가정, 그

리고 한 자녀 가정 체를 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에서 

반 으로 논의의 일 성을 가진다.162)

취업자에 한정하여 용되는 직업 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 반

에 한 만족도는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 지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에 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한 자녀 가정 직장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었다(p<.05). 한 자녀 취업 여성의 육아휴직에 한 인지

도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

한 일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 결과는 체 기혼 취업자를 상으로 

진행된 [표 5-14]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표 5-14]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고, 

조직 지원 요인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 던 결과와 다르게 한 자녀 가정의 

취업 여성의 경우 일이 제공하는 만족감보다는 일·가정 양립에 한 

조직의 지원 요인이 추가 인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데 요한 향을 

162) 다만 한 자녀 가정의 미취업자 등 일부 상들의 경우 가치  요인이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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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일 반에 만족하면서 얻게 되는 

심리  자원으로 인한 정  이효과보다는 실제 일과 가정 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역할 부담으로 인한 소진 등의 문제를 해

결하고 나아가 근무 안정성(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조직의 제

도  지원이 유효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취업 유자녀 여성을 

상으로 조직의 가족친화정책 도입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정  효

과를 입증한 선행연구 결과로도 설명된다( : 최지훈·안선희, 2017).

한편, 가정 내 지원 요인인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과 남편 외 

가사 도움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 자녀 가정 여성의 출산의

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자를 

상으로 하 던 [표 5-21]에서 가정 내 지원의 두 요인의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조 이며 한 자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정도에 따라 둘째아 출산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Torr and 

Short (2004)나 박수미(2008)의 논의와도 상이하다163). 미루어볼 때, 

한 자녀 가정을 기 으로 하 을 때, 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가정 내 지원, 즉, 본인이 속한 가정 역의 부담이 실질

으로 경감될 때 반응하는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워킹맘의 경우 일

과 가정 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어 당면하게 되는 갈등

과 이에 한 조직 지원, 그리고 업무의 지속가능성 등이 추가 출산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지원 요인들은 출산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취업 여성의 경우 가정 

내 지원이나 정부 지원보다는 조직의 일·가정 양립에 한 지원이 추

가 인 출산의향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3]의 비교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같은 한 자녀 가정이라 할지라도 [표 

5-21]과 [표 5-22]에서 알 수 있듯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163)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에서는 남편의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를 묻기 때문에 실질

인 가사분담정도에 한 논의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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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4-8 model 4-9 model 4-10 model 4-11 model 4-12

V V+W V+W+OS
V+W+OS+

HS
V+W+OS+
HS+PS

V

결혼가치 0.726** 0.687** 0.623** 0.642** 0.615**

(0.235) (0.234) (0.219) (0.220) (0.213)

성역할가치 0.167 0.135 0.199 0.208 0.238

(0.211) (0.208) (0.198) (0.199) (0.195)

W 일 만족도 0.404+ 0.269 0.257 0.292

(0.240) (0.232) (0.232) (0.226)

OS 조직 지원 0.701** 0.666** 0.642*

(0.259) (0.258) (0.251)

HS

남편가사분담 0.025 -0.006

(0.182) (0.176)

남편외가사도움 0.365 0.442

(0.358) (0.373)

PS

산(%) -1.107

(2.389)

보육인 라 0.062

(0.046)

D

가구소득(ln) -0.231 -0.304 -0.446 -0.442 -0.465

(0.327) (0.329) (0.319) (0.331) (0.330)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1.646*** 1.527** 1.306** 1.251** 1.228**

(0.510) (0.499) (0.455) (0.454) (0.443)

   학원 이상 3.151*** 2.965*** 2.643*** 2.511** 2.267**

(0.919) (0.893) (0.807) (0.797) (0.775)

나이 -0.436*** -0.432*** -0.398*** -0.389*** -0.381***

(0.066) (0.065) (0.058) (0.058) (0.057)

건강상태 0.144 0.109 0.099 0.069 0.050

(0.243) (0.247) (0.232) (0.234) (0.229)

Constant 11.44*** 11.00** 9.370** 9.099** 8.449*

(3.638) (3.483) (3.216) (3.315) (3.442)
Log likelihood -294.5863 -292.9165 -289.1931 -286.4199 -280.3102

LR chi2 52.93** 53.08*** 65.57*** 65.36*** 65.82***
Observations 988 984 984 978 960

Number of iid 480 480 480 479 472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22]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1자녀_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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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한(1)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비교

한 자녀 가정에 한 논의들을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

하여 다시 정리하면 [표 5-23]과 같다. 앞선 논의들과 같이 비교의 편

의를 하여 취업 여성의 일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을 제외한 [model 

4-13]을 비교의 상으로 삼았다164). 분석 결과, 응답자의 경제활동상

태에 따라 추가 출산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났

다. 구체 으로, 미취업 여성의 경우 교육수 과 가정 내 지원 요인들

이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수 , 결

혼 가치 이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었다.

집단 간 차이를 심으로 살펴보면, 교육수 의 경우 고졸 이하 그

룹에 비해 문 · 학교 졸업자 그룹이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

다는 에서는 공통 이나 고졸 이하 그룹과 학원생 이상 그룹을 

비교하 을 때에는 취업자의 출산의향에만 향을 주고 있었다. 재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의 경우 고등교육 성취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165).

이러한 차이는 재 고용상태가 가져오는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자녀가 있고 취업상태인 여성은 출산 후 고용과 경력단

 상황에 완 히 혹은 어느 정도 처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고학력자의 경우 문성 혹은 직업  안정성으로 인해 향후 추

가 자녀출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험이 상 으로 더 을 수 있다

는 을 가정한다면 교육수 이 높을수록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의향과의 계가 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166). 이러한 세부

164) [model 4-7]와 [model 4-12]를 비교한다면 체 요인들에 한 논의가 가능하다.

165) 제 1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논의에서도 경제활동상태를 기 으로 집단을 

구분하 을 때 교육수 에 하여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표 5-6] 참고).

166) 많은 기혼여성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 과 복귀의 어려움을 겪는다. 출산 

후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이 보다 낮은 수 의 임 과 경력을 보상받게 되며 정규직

보다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근로취약계층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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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수 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다는 일 인 논의 결과들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지

까지의 사회  통념이나 Becker(1980)를 심으로 한 신가정경제학

의 논의를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불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출산과 체 인 선택으로 여겨 왔던 교육과 경

제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 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167)

한편, 결혼 가치 의 경우 미취업 그룹의 출산의향에는 향을 주지 

못하 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에 해 필요  가치

을 가지고 있을 때 출산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혼 가치  요인은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경

제활동상태와 무 하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과 달

리 자녀수를 기 으로 응답자들을 구분하 을 때 경제활동상태에 따

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해서 향후 무자녀 가정이나 한 자

녀 가정을 상으로 지속 인 논의를 통해서 규명이 필요하나, 일반

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일과 가정 역에서 동시에 역할요구를 

받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개개인의 출산의향을 가지게 하는 

데에는 결혼·출산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 ·규범 인 가치

 여부가 상 으로 더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사회  지원을 심으로 살펴

볼 때 보다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가정 내 지원은 미취업 여성에게만 유의한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 미취업자의 경우 가정 내 요인이 추가 출산의향

에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가사일을 담하고 있는 경

우 가정 내 남편  타인이 주는 정서 ·심리  지원의 향에 더 많

이 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경제활동 유지

와 험회피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는 Beck(1999)의 

「 험사회」에서 언 하 던 오늘날 일상 인 험들에 한 험회

167) 이러한 삶의 양립이 실제 으로 가능한가에 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더불어, 출산의향이 실제 출산이행까지 이어지기에는  다른 요인들의 향력이 

있을 것이다. 출산이행에 한 논의는 제 3 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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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상(risk aversion)과 연 된다. 한편, 정부 지원의 효과는 경제활

동상태와 계없이 한 자녀 가정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8)

자녀의 수를 기 으로 구분한 이상의 결과들이 제공하는 본 연구의 

이론 ·정책  함의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  

한 자녀 가정의 특수성에 한 것이다. 무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

은 자녀가 거나 없다는 에서 정책 공 자 측면에서는 유사한 집

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무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

정의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결정요인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정책설

계에 있어 두 집단은 구분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산의향을 심으로 본다면, 무자녀 가정은 자녀를 가질 것인지와 

가질 의향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를 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169). 반면 한 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자녀

출산에 해 고려하게 된다. 이때 재의 가사  육아의 어려움이나 

돌  상황, 추가 출산 시 장기화될 수 있는 경력 멈춤 상이나 복직 

후 일·가정 양립 문제 등 이 의 출산 시 경험이나 추가 출산에 따른 

구체 인 험, 주변의 도움 등이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포함될 것이

며 이  출산의 경험이 함께 작용한다는 에서 자녀가 없는 가정의 

출산의향  계획과 크게 구분된다. 

역할과 자원 측면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육아로 인한 경제 ·시

간 ·심리  소모가 존재할 것이므로 가정 역에서의 역할수행에 요

구되는 경제 ·시간  그리고 심리  자원의 양 역시 집단 간 차이가 

있다170). 종합해볼 때, 출생의 에서 두 집단이 주요 정책의 

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논의에 있어서는 가구 혹은 개인의 특성에 맞

168) 이는 사회  지원  가정 내 지원과 조직 지원이 각각 미취업자와 취업자에게 통

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과 조 이다.

169) 이때, 신체상의 이유 등 비자발 인 원인에 의하여 출산을 포기한 가정도 출산의향

이 없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요인 역시 한 자녀 가

정과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에서는 본문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170) 기본 으로 ‘아이가 없어도 된다.’라는 인식과 ‘아이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라는 인

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의미와 내면의 주 성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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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형성에 있어서도 그룹 간 

차별성에 한 고려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특수성에 한 것이다. [표 5-21]~[표 

5-23]을 보면, 같은 한 자녀 가정에 속해 있는 기혼여성일지라도 

재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추가 출산의향의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

난다. 미취업자의 경우 특히 가정 내 지원 요인에 향을 받으며 취

업자의 경우는 조직 지원 요인에 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앞서 언

하 듯 미취업자의 경우 가정 역이 의사결정에 차지하는 향력

이 큰 한편 취업자의 경우 상 으로 조직이 제공하는 지원과 일·가

정 양립가능성 는 고용의 지속가능성에 향 받는 것을 보여 다. 

가정 내 가사  육아 반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 상되는 미취업 

여성의 경우, 재 남편과 남편 외 가사 도움의 존재가 추가 출산의

향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타인의 실질 인 

가사 도움은 가정 역에서 요구되는 가사  육아 노동의 양을 물리

으로 경감시켜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심리  자원을 제공할 것이

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의 경우 이보다는 직장 역

에서의 지원과 혜택이 추가 인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은 일에 한 선호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직장 역에서 일·

가정 양립을 해 제공하는 혜택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경

력 유지를 한 앞서 언 한 험회피행태로도 설명할 수 있다. 나아

가 여가활동이나 기타 삶의 질 증진을 한 가용자원 확보 측면에서

도 사회  자원의 제공은 미취업·취업 여성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통합모델을 용하

던 앞선 분석 결과에 한 강건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련 논의에 

있어 자녀수  경제활동상태에 한 구분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

게 한다. 개개인 삶의 다양성을 존 하고 인구·경제학  요인뿐 아니

라 각자의 가치 과 재 가정 내부 혹은 외부의 상황( : 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정책  지원)을 총체 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삶의 

모양과 가치, 그리고 복리(well-being)에 심을 가질 때 비로소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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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출생을 존 하는 정책의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모든 출생이 군가의 의무나 희생이 아

닌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4-7 model 4-13

미취업 취업

V

결혼가치 0.066 0.708**

(0.162) (0.228)

성역할가치 -0.190 0.202

(0.148) (0.207)

HS

남편가사분담 0.366** 0.115

(0.139) (0.195)

남편외가사도움 0.904+ 0.484

(0.534) (0.410)

PS

산(%) 0.523 -1.619

(2.132) (2.561)

보육인 라 -0.028 0.073

(0.036) (0.051)

D

가구소득(ln) -0.215 -0.277

(0.266) (0.340)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677* 1.536**

(0.280) (0.492)

   학원 이상 0.633 2.699**

(0.993) (0.861)

나이 -0.353*** -0.412***

(0.043) (0.063)

건강상태 0.004 0.097

(0.153) (0.239)

Constant 11.96*** 9.953**

(2.700) (3.837)
Log likelihood -476.853 -285.053
Wald chi2 78.92*** 54.79***

Observations 1,190 964

Number of iid 601 473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5-23] 분석 결과 비교(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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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1. 개요

제 3 에서는 기혼여성의 실제 출산이행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출산이행(behavior)은 실제 출산이 이루어졌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출산의향(intention)이나 계획(plan)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출산의향과 이행 간 한 계에

도 불구하고(Thomson, 1997; Toulemon & Testa, 2005; Testa & 

Toulemon, 2006). 출산의향과 이행을 별개의 결과변수로 모두 고려한 

바 있다( : 우해 ·장인수, 2017; 정은희·최유석, 2013). 특히, 우해 ·

장인수(2019)의 경우 생존 분석을 통해 출산 계획과 행  간 계에 

해 논의하면서 출산계획과 출산행  간 존재할 수 있는 괴리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171).

기혼여성의 출산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해 규명하기 하여 

본 연구는 사용하는 종속변수의 성격에 맞는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

다. 구체 으로, 통합모형에서 언 하 던 설명요인들이(t년도 조사) 

실제 응답자의 향후 2년 내 출산으로 이어졌는지(t+2년도 조사)에 

해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두 개 조사연도 자료를 병합하여 기년도 

설명변수의 향력을 확인하고자 하 다172). 즉, 설명변수들은 기 연

도(t)의 자료를 사용하는 반면, 종속변수인 출산이행173)의 경우 다음 

171) 분석 결과 출산계획과 출산 간 계에서 연령이나 자녀수 향이 크게 나타났고, 

결혼을 하는 경우 상 으로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결혼연령이 늦을수록 출산

계획에 비해 이를 실 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우해 ·장인수, 2019).

172) 유사한 에서 정은희·최유석(2013)의 연구 역시 여성가족패  자료를 사용하여 

1차 조사에서 측정한 한 자녀 가정의 인구·경제학  요인  가족요인이 2-3차 조사

의 임신·출산 경험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바 있다. 

173) 이때의 종속변수는 “지난 조사 이후 임신하 는지”에 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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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도(t+2)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개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향을 다고 생각되는 주요변수들의 향력이 실제 

단기간(2년) 내 출산이행으로 이어지는지에 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는 실제 출산계획과 이행에 한 논의가 상 으로 단기간을 기 으

로 논의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Toulemon & Testa, 2005).174)  

연구 설계과정에서, 종단연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한

계를 보완하기 해 t년도를 기 으로 최근 2년 내(지난 조사 이후) 

출산 여부를 통제변수로 추가하 고 응답자의 조사 당시 거주 지역

(시·도 단 )을 기반으로 한 강건한 표 오차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 다. 한, 종속변수 측정에 2년의 시차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기

년도 응답자의 나이를 45세 이하로 조정하 다175). 이러한 추가

인 노력은 응답자의 과거 출산경험 등 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의 가능성을 효과 으로 통제하고 출산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

들을 보다 명확하게 악하기 함이다.

결과 으로, 본 연구가 여성가족패 조사의 2010년도에서 2016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에서 분석하는 모형들은 2010년, 2012

년, 2014년에 해당하는 설명변수와 2012년, 2014년, 2016년에 해당하

는 종속변수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분석 모형에 2개

년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측정 시기를 기 으로 신규 

진입한 응답자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설명변수를 기 으로 최소 2차

례의 조사에 응답한 기존 패 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제 2 의 

기혼여성과의 표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174) 출산이행에 한 논의를 해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한 종단연구를 계획하 으나 자

녀수의 경우 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기간 내 설명변수로 인한 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단하여 종속변수를 변경하여 논의를 재설계하 다. Tourlemon 

and Testa(2005)에 따르면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실제 단기간 내(5년) 출산이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처럼 실제 설명변수들의 향력을 확인하기 해서는 

 자녀수보다 이후 2년 내 출산 여부에 해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175) 응답자 나이를 50세 미만으로 하면 t+2년의 응답자 나이가 최  52세가 된다는 

에서 본 연구의 조사 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t년도 응답자 나이를 45세 이하로 설정

하면 t+2년인 출산이행 응답시기의 나이는 최  47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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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자의 연도별 인구통계학  특성

체 기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제 2 의 [표 5-8]에서 살펴본 

바 있다. [표 5-24]는 출산이행 논의에 포함되는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조사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

혼자의 반 인 인구통계학  특성은 체 기혼자를 상으로 한 

[표 5-8]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여성가족패 조사의 특성상 표본

의 신규진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 나이, 교육수 , 

그리고 취업 여부 등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2010년도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
소득
(월)

 200만원 이하 463 16.12

나이

 30세 미만 140 4.83

 200-400만원 1,539 53.59  30-34 571 19.68

 400-600만원 684 23.82  35-39 1,060 36.54

 600만원 과 186 6.48  40세 이상 1,130 38.95

교육
수

 고졸이하 1,541 53.12 경제
활동

 취업 1,265 43.61

 문 / 졸 1,301 44.85  실업/비경제 1,636 56.39

 학원 이상 59 2.03 N= 2,872-2,901

2012년도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
소득
(월)

 200만원 이하 271 11.42

나이

 30세 미만 78 3.28

 200-400만원 1,181 49.75  30-34 360 15.15

 400-600만원 659 27.76  35-39 804 33.82

 600만원 과 263 11.08  40세 이상 1,135 47.75

교육
수

 고졸이하 1,195 50.27 경제
활동

 취업 1,147 48.25

 문 / 졸 1,128 47.45  실업/비경제 1,230 51.75

 학원 이상 54 2.27 N= 2,374-2,377

[표 5-24] 기혼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연도별)



- 205 -

3. 인구·경제학  요인과 출산이행

본 분석을 실시하기  기혼 응답자의 인구·경제학  요인과 출산

의향 간 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 그림들과 같다. 먼 , [그림 

5-9]는 가구소득별 출산의향을 보여 다. 가구소득과 출산이행에 

해 살펴보면, 조사시기에 상 없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인원 비 출

산한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2010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여성  11.2%(52명)가 2년 내 출

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만 원-4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5%(85

명), 400-600만 원 이하인 경우 4.7%(32명), 600만 원 과인 경우 

3.2%(186명)로 차 그 비율이 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2년도, 

2014년도 조사 역시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구간의 기혼여성들

이 출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5-9]의 결과는 높은 가구소득이 출산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기존의 이론  논의와 상반되는 동시에 가구소득과 출산의향 

간 단순 계를 살펴보았던 제 2  [그림 5-5]의 양상과 유사하다. 그

러나 이는 응답자의 나이나 출산이행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

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결과에 해당한다.

2014년도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
소득
(월)

 200만원 이하 146 6.94

나이

 30세 미만 52 2.46

 200-400만원 936 44.47  30-34 260 12.30

 400-600만원 720 34.20  35-39 651 30.81

 600만원 과 303 14.39  40-45 1,150 54.42

교육
수

 고졸이하 981 46.43 경제
활동

 취업 1,092 51.68

 문 / 졸 1,078 51.02  실업/비경제 1,021 48.32

 학원 이상 52 2.56 N= 2,10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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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가구소득별 출산이행

[그림 5-10]은 경제활동상태와 출산이행 간 계를 보여 다. [그

림 5-10]을 보면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에 비해 미취업 상태(실업/

비경제)인 경우 2년 내 출산을 이행할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보다 구

체 으로 미취업 인구의 경우 2010년 7.3%(119명), 2012년 3.7%(46명) 

2014년 7.1%(72명)가 조사 후 2년 내 출산(임신)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취업인구의 경우에는 2010년 4.4%(56명), 2012년 2.4%(28명), 2014

년 3.5%(38명)로 그 비율이 더 었다. 이러한 추세 역시 경제활동상

태와 출산의향의 계를 유사한 방식으로 살펴본 [그림 5-6]의 결과 

유사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다

는 기존 신가정경제학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림 5-10]의 결과 역시 련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로 경험  

연구를 통해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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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경제활동상태별 출산이행

마지막으로, [그림 5-11]은 교육수 과 출산이행 간 계를 보여 

다. [그림 5-11]에 따르면, 교육수 과 출산이행 간 계는 앞선 가구

소득이나 경제활동상태에 한 논의와는 상이 이 있다. 가장 에 

띄는 은 2010년의 경향과 이후 조사연도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문 · 학교 졸업자의 2년 내 출산이

행률이 가장 높았고(8%, 104명) 학원 이상인 경우(6.8%, 4명)와 고

졸 이하(4.3%, 67명)인 경우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과 2014년 조사들에 따르면 학원 이상의 교육수 을 가진 경

우의 출산이행률이 각각 11.1%(6명), 16.7%(9명)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고, 문 · 학교 졸업자의 경우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 3.8%, 43명; 2014년 6.5%, 70명). 고졸 이하 그룹의 경우 실제 

2년 내 출산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2012년 2.1%, 25명, 

2014년 3.2%, 31명).

[그림 5-11]의 결과 역시 교육수 과 출산이행 간 단순비교에 불과

하며 세 개 조사연도만을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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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회 변화를 반 한 것인지 혹은 일시 인 모습인지에 하여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 5-11]의 결과가 여

성의 교육수 상승이 출산에 부정 인 향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

념  신가정경제학 등 이론  논의와 상이하다는 과 교육수 과 

출산의향 간 계에 해 살펴본 제 2 의 [그림 5-6]과 일 인 부

분이 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 5-11] 교육수 별 출산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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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통계분석

[표 5-25]는 주요변수들의 기 통계분석 결과를 조사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일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의 경우 조사연도 

기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만을 상으로 집계되었다. 분석에 포함

되는 주요변수들을 심으로 기 통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먼 , 종속변수인 출산이행에 하여, t+2년도 ‘지난 조사 이후 출

산 여부’ 문항에 한 응답을 (1)와 아니오(0)로 코딩하 을 때 연

도별 평균은 2010년 0.06(SD=0.238), 2012년 0.031(SD=0.174), 2014년 

0.052(SD=0.222)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체 으로 

체 기혼여성의 약 3%~6%(M=0.03~0.06, SD=0.17~0.24) 정도가 조사 

후 2년 내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176).

이 외에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

른 인구·경제학  요인, 가치  요인, 일 요인, 사회  지원 요인 그리

고 기타 통제변수들의 기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결혼 가치 의 평균은 4  만   2010년 2.677 (SD=0.77), 

2012년 2.692 (SD=0.809), 2014년 2.748 (SD=0.778)으로 기혼여성 

응답자들은 체 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해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치  요인인 성 역할 가치 의 

연도별 평균은 4  만   2010년 2.44 (SD=0.757), 2012년 2.471

(SD=0.783), 2014년 2.495 (SD=0.788)으로 성 역할에 해서 매우 

립 인 가치 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 내 지원 요인인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 평균은 5   

연도에 따라 2010년 3.088 (SD=0.961), 2012년 3.129 (SD=0.976), 

2014년 3.2 (SD=0.885)으로 일반 으로 기혼 응답자들은 남편의 가

사분담에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6) 이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평균이 0.08이었던 것에 비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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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요인의 경우 거주 지역의 일반회계 비 보육가정  여

성 분야 산의 비율은 2010년 평균 0.101(SD=0.049), 2012년 평균 

0.137(SD=0.065), 2014년 평균 0.161(SD=0.072)로 체 일반회계 산 

 10%~16%가 련 산으로 지출되고 있었고, 이러한 비 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거주 지역의 유아 천 

명당 보육 시설 수로 측정한 보육 인 라 수 의 경우 2010년 평균 

13.74개(SD=3.348), 2012년 평균 14.83개(SD=3.565), 그리고 2014년 평

균 15.651개(SD=3.448)로 일반 으로 유아 천 명당 13.74개~15.65개의 

보육시설이 기 자치단체 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보육 인 라는 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인구·경제학  요인과 통제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가구소

득(ln), 교육수 , 나이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건강상태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년도 기 으로 측정된 과거 출산이행의 

경우 체 응답자의 약 8%~9%가 지난 2년 동안 출산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2010년의 평균은 0.094(SD=0.292), 2012년 평균

은 0.087(SD=0.281), 2014년 평균은 0.079(SD=0.269)다. 결과 으로 

[표 5-25]의 기 통계분석 결과는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체 으로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제 2 의 [표 5-10]과 유사하다.

한편,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여 연도별 기 통계분석을 실시한 자세

한 결과들은 (부록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에서 취업자를 상

으로 조사된 일 요인의 경우, 일 반에 한 만족도는 5  만   

연도별 평균이 2010년 3.28 (SD=0.71), 2012년 3.29 (SD=0.71), 2014

년 3.38 (SD=0.65)으로 취업자들은 본인의 일 반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 지원 요인의 경우, 4  

만   평균이 2010년 3.17 (SD=0.63), 2012년 3.23 (SD=0.65), 

2014년 3.28 (SD=0.62) 수 으로 다수여성들이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해 높은 수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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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변수 Mean S.D. Min. Max. Obs.

DV 출산이행 0.060 0.238 0 1 2,901

V
결혼가치 2.677 0.770 1 4 2,901

성역할가치 2.440 0.757 1 4 2,901

HS 남편가사분담 3.088 0.961 1 5 2,887

PS
산 0.101 0.049 0.002 0.236 2,863

보육인 라 13.740 3.348 5 25.1 2,863

D

가구소득(ln) 8.244 0.471 5.011 10.086 2,856

경제활동상태 0.436 0.496 0 1 2,901

교육수 1.489 0.539 1 3 2,901

나이 37.691 4.655 20 45 2,901

건강상태 3.870 0.665 1 5 2,901

C 과거 출산이행 0.094 0.292 0 1 2,878

2) 2012년도

DV 출산이행 0.031 0.174 0 1 2,377

V
결혼가치 2.692 0.809 1 4 2,377

성역할가치 2.471 0.783 1 4 2,377

HS 남편가사분담 3.129 0.976 1 5 2,376

PS
산 0.137 0.065 0.004 0.296 2,356

보육인 라 14.830 3.565 5.8 27.6 2,349

D

가구소득(ln) 8.349 0.496 2.996 10.146 2,364

경제활동상태 0.483 0.500 0 1 2,377

교육수 1.520 0.543 1 3 2,377

나이 38.665 4.421 22 45 2,377

건강상태 3.761 0.703 1 5 2,377

C 과거출산이행 0.087 0.281 0 1 2,366

2) 2014년도

DV 출산이행 0.052 0.222 0 1 2,113

V
결혼가치 2.748 0.778 1 4 2,113

성역할가치 2.495 0.788 1 4 2,113

HS 남편가사분담 3.200 0.885 1 5 2,103

PS
산 0.161 0.072 0.002 0.307 2,088

보육인 라 15.651 3.448 6.1 26 2,093

D

가구소득(ln) 8.440 0.466 5.521 11.163 2,101

경제활동상태 0.517 0.500 0 1 2,113

교육수 1.561 0.545 1 3 2,113

나이 39.298 4.297 21 45 2,113

건강상태 3.830 0.679 1 5 2,113

C 과거출산이행 0.079 0.269 0 1 2,096

[표 5-25] 주요변수의 기 통계분석(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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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 계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한 논의에 포함된 변수 간 상 계 분석 

결과를 연도별로 나타내면 [표 5-26]과 같다. 지면 계상 경제활동상

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첨부하 다(부록 6.). 상 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다수 주요변수는(t) 종속변수인 실제 출산이행

(t+2)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더불어, [표 5-26]에 제시된 체 기혼여성의 경우뿐 아니라 부록

의 상 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상 계수의 댓값은 모두 0.6 이

하로(.001~.435) 변수 간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크게 우

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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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p<.05)
1) 체(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63 1

3성역할가치 .002 -.126 1

4남편가사분담 .048 .149 .021 1

5 산 .006 -.006 -.050 .014 1

6보육인 라 .007 -.020 .006 .022 .160 1

7가구소득(ln) -.082 .063 .056 .090 .091 -.022 1

8경제활동상태 .059 .013 .112 .034 -.070 -.002 .133 1

9교육수 .071 .063 .022 .101 .119 .028 .234 -.035 1

10과거출산이행 .255 .037 .002 .079 -.013 .001 -.099 .135 .125 1

11나이 -.321 -.017 -.023 -.068 .008 -.016 .191 .162 -.142 -.379 1

12건강상태 .036 .020 .013 .084 .006 .044 .048 .023 .057 .015 -.098 1

2) 체(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11 1

3성역할가치 -.009 -.137 1

4남편가사분담 .036 .137 .022 1

5 산 .011 .019 .031 .058 1

6육아인 라 .009 .004 .025 -.003 .034 1

7가구소득(ln) -.060 .075 .043 .108 .098 -.036 1

8경제활동상태 .037 -.044 .131 .045 -.078 -.038 .127 1

9교육수 .074 .040 .076 .094 .119 .048 .235 -.007 1

10과거출산이행 .195 .058 -.019 .078 -.003 .013 -.069 .147 .081 1

11나이 -.242 -.030 -.022 -.112 .014 -.004 .144 .149 -.143 -.399 1

12건강상태 .020 .042 .018 .103 -.006 -.007 .097 .003 .084 .026 -.085 1

3) 체(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79 1

3성역할가치 .012 -.125 1

4남편가사분담 .089 .126 .070 1

5 산 .018 .034 -.037 .049 1

6육아인 라 -.016 -.028 .006 .049 .082 1

7가구소득(ln) -.047 .052 .064 .087 .160 -.029 1

8경제활동상태 .080 .011 .142 .056 -.092 .013 .170 1

9교육수 .103 .057 .046 .093 .139 .017 .218 .004 1

10과거출산이행 .227 .052 .021 .103 .002 .003 -.048 .113 .102 1

11나이 -.341 -.062 -.019 -.134 .036 .012 .163 .136 -.135 -.390 1

12건강상태 .034 .121 .019 .099 .037 .102 .054 .004 .038 .050 -.098 1

연속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이분형·연속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oint biserial 
correlation, 이분형 변수 간 상 분석은 phi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표 5-26] 기혼여성 상 계 분석 결과(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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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출산이행

 1) 결과1: 체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표 5-27]은 기혼여성을 상으로 실제 출산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조사연도에 따라 단계 으로 나타낸 것이다. 

[model 5-1]과 [model 5-2]는 2010년 출산 결정요인들이 이후 2년 내 

출산이행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model 

5-3]과 [model 5-4]는 2012년, [model 5-5]와 [model 5-6]은 2014년을 

기 으로 설명변수들이 향후 2년 동안의 출산이행에 미치는 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설계는 실제 임신(출산)의 결정요인

에 해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산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 

시기별로 일 성을 가지는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에 

한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 있다.177) 기혼여

성의 출산이행 결정요인에 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연도별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먼 , 2010년 조사 기  출산이행에 한 분석 결과는 [model 5-1]

과 [model 5-2]와 같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실제 출산이행에는 가

구소득, 교육수 , 결혼 가치  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이

행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p<.05), 교육수 은 고졸 이

하 그룹에 비해 문 · 졸 그룹인 경우 2년 안에 출산한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결혼 가치 의 경우, 결혼에 해 규범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년 내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p<.05). 이

177) 가정 내 요인  ‘남편 외 가사도움 여부’의 경우 출산이행에 한 모형에서 제외하

다. 경제활동상태를 기 으로 기혼여성을 구분하 을 때, 미취업자의 경우 남편 외 

가사도움을 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분석의 변수로 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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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성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해 살펴본 제 2 의 논의들

과 일치하는 것이다.

2년 뒤 조사인 [model 5-3]과 [model 5-4]를 보았을 때, 본 연구가 

논의의 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변수  인구·경제학  요인인 

교육수 만이 2014년도 출산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p<.1 는 p<.001). 고졸 이하 그룹에 비해 높은 교육수 을 

가진 경우 2년 후 출산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에서 일 이

다. 앞선 논의들과 같이 교육수 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정(+)의 효과

는 여성의 높은 교육수 이 출산의 지연과 포기를 야기한다는 기존 

신가정경제학의 논의와 구분되나 기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해 살펴본 

제 2 의 결과에서도 지속 으로 나타난 결과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자료들을 사용한 [model 5-5]와 [model 5-6]

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 과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이 

2년 내 출산 이행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비하여 학원 이

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2년 내 출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p<.001).

흥미로운 은 2014년 조사의 경우, 교육수 과 더불어 가정 내 지

원 요인  하나인 남편 가사만족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즉,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재 남편의 가사분담에 해 만족할수록 2년 내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p<.1)178). 가정 내 남편의 역할과 도움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뿐 아니라 가정의 실제 출산 이행에

도 유의미한 향을 다는 은 가족계획에 있어서 가족 내 부부 당

사자 는 남편 역할의 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다. 이는 한 

출산의사결정에 있어 남편의 지원과 출산의향( 는) 계획 간 정  

계를 논의하 던 기존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넘어( : 양정선, 2017) 

실제 이행과의 계를 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향력이 지속 으로 나

178) 이 같은 결과는 역시 출산의향을 살펴본 제 2 의 논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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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것인지에 해 확인하기 해서는 추후 경험  연구를 통한 규

명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통제변수로 추가한 과거 출산경험

은 모든 조사연도에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p<.01 는 p<.1).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의 출산경험이 단기간 내 추가 출산이행에 

향을  것이라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과

거 출산경험 변수가 본 연구에서 한 통제변수로 기능하 음을 시

사한다. 과거 출산경험이 가까운 미래의 출산 이행과 정(+) 계를 보

인다는 것은 출산이 개인 삶의 이행단계  특정 시기에 집 으로 

진행되는 사건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련하여, 둘째 출산계획의 

결정요인에 해 살펴본 박수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교육수 , 거주지, 경제활동, 가구소득, 남편 가사노동시간 등과 같은 

요인이 아닌 가족주기나 자녀 이 실제 둘째아 출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오늘날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이 

계획 으로 나타난다는 계획행 이론(Ajzen, 1991; Ajzen & Kolobas, 

2013 참고)의 가설을 확인하게 한다는 에서 시사 이 있다. 련하

여 나이의 경우 여성의 출산의향뿐 아니라 실제 출산이행에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다는 을 고려할 때 결혼의사결정과 달리 

출산의사결정에 있어 아직까지 연령이 가지는 의미가 상 으로 매

우 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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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이행)

model 5-1 model 5-2 model 5-3 model 5-4 model 5-5 model 5-6

2010 2010 2012 2012 2014 2014

V

결혼가치
0.279* -0.113 0.209

(0.141) (0.128) (0.147)

성역할가치
-0.010 -0.100 0.078

(0.115) (0.143) (0.134)

HS 남편가사분담
0.062 0.053 0.209+

(0.116) (0.156) (0.123)

PS

산(%)
1.630 1.274 1.384

(1.563) (1.901) (1.978)

보육인 라
-0.009 0.032 -0.009

(0.024) (0.028) (0.026)

D

가구소득(ln)
-0.205+ -0.256* -0.439 -0.374 -0.107 -0.141

(0.106) (0.113) (0.277) (0.293) (0.353) (0.338)

경제활동상태
-0.066 -0.044 0.0388 0.036 -0.314 -0.348

(0.244) (0.254) (0.269) (0.265) (0.275) (0.296)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399** 0.408** 0.495+ 0.449+ 0.391 0.266

(0.155) (0.159) (0.266) (0.247) (0.296) (0.279)

   학원 이상
0.519 0.679 2.122*** 1.840*** 1.877** 2.055***

(0.561) (0.485) (0.504) (0.545) (0.606) (0.487)

C

과거출산이행
0.837*** 0.771** 0.818** 0.850** 0.622 0.710+

(0.229) (0.249) (0.318) (0.317) (0.399) (0.399)

나이
-0.267*** -0.258*** -0.233*** -0.235*** -0.284*** -0.272***

(0.016) (0.019) (0.022) (0.020) (0.025) (0.027)

건강상태
0.151 0.145 -0.031 -0.011 0.009 -0.018

(0.114) (0.114) (0.195) (0.197) (0.225) (0.229)

Constant
7.276*** 6.393*** 8.093*** 7.321** 7.978* 6.415*

(0.834) (1.144) (2.473) (2.689) (3.308) (3.214)

Log likelihood -479.0125 -458.8993 -249.5551 -246.2754 -293.0015 -282.6570

Wald chi2 1081.55*** 1792.34*** 224.74*** 331.12*** 263.22*** 290.20***

Pseudo R2 0.2387 0.2327 0.2077 0.2072 0.2530 0.2591

Observations 2,833 2,781 2,353 2,324 2,084 2,049

*** p<0.001, **p<0.01 * p<0.05 +p<0.1

[표 5-27]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출산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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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표 5-28]은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기혼 응답자를 구분하여 출산이

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설명변수의 조사시 을 기 으로 응답자의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구분

하 다. 연도별 분석 결과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2010년 기  미취업자를 상으로 출산 이행요인에 해 살펴

본 [model 5-7]에 따르면, 가구소득이나 교육수 과 같은 인구·경제학

 요인과 결혼 가치 이 2년 내 출산 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출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

고(p<.001), 교육수 은 고졸 이하 그룹에 비해 문 · 졸 집단이 2

년 내 출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01). 가치  요인의 경우 결

혼에 해 규범 인 가치 을 가질수록 향후 2년 내 출산이행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p<.1). 분석 결과는 [표 5-27]의 [model 5-2]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모두 일치한다. 

취업자를 상으로 일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을 추가 으로 살펴본 

[model 5-8]의 분석 결과는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model 5-7]의 

결과와 상이하다. 취업자들을 상으로 한 경우 가구소득과 교육수  

등 인구·경제학  요인이 실제 출산 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

한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요변수  결혼 가치 이 유일하게 유

의미한 계를 보여 결혼에 한 필요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 확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이러한 결혼 가치 의 향력

은 출산의향에 해 논의한 본 연구의 제 2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2012년 조사를 기 으로 한 [model 5-9]와 [model 5-10]의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model 

5-9]를 보면 교육수 이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에

서 [model 5-7]과 유사했다. 교육수 의 경우 고졸 이하에 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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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인 경우 2년 내 출산 이행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그러나 약한 유의수 이지만 결혼에 한 가치  요인이 오히려 출산

이행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는 에서 [model 5-7]의 

결과와 구분되며 기존의 논의들과도 다르다.

취업자를 상으로 분석한 [model 5-10]의 경우 인구·경제학  요

인들이 실제 출산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 다는 에서 미

취업자를 상으로 한 결과와 다르며 [model 5-8]의 결과와는 일치하

는 모습을 보 다. 결혼 가치 의 경우 미취업자 그룹에서는 종 과 

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자의 경우 결혼에 한 규범  가치

이 출산이행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 반 으로 2010년도 자료를 상으로 한 논의와 상이하다.

무엇보다도, 취업자를 상으로 한 [model 5-10]의 결과는 일 만족

도 요인이 출산이행과 유의미한 정(+)의 계를 보인다는 에서 특

징 이다(p<.05). 다른 조사연도의 연구결과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2년 내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

는 실제 일과 가정  일 역의 요인들과 이에 한 만족감이 출산

의향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실제 출산의 이행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는 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나 이에 

한 몰입과 선호가 출산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것이라는 기존

의 논의( : Becker, 1981; Hakim, 2003; 2007)들과 비되는 한편 일·

가정 간 정  이나 일로 인한 정서  자원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나( : Voydanoff, 2004; 김태희·오민지, 2017) 일에 한 만족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일부 경험 연구( : 양정선, 2015)

로 설명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해 

살펴본 본 연구 제 2 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model 5-11]과 [model 5-12]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도의 설명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이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 미취업자를 상

으로 한 [model 5-11]의 경우 인구·경제학  요인  하나인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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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정 내 지원 요인인 남편가사만족이 2년 내 출산이행에 유의미

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미취업자를 상

으로 한 [model 5-7]의 결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후 조사인 [model 5-9]와 [model 5-11]에서는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 의 경우 이  논의와 동일하게 거

집단에 비해 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그룹이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교육수 의 이러한 향력은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에 포함된 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시간에 계없이 일

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출산의향에 한 제 

1 과 제 2 의 연구결과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2014년도 분석 결과는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이 미취업자의 2년 내 출산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p<.1). 이는 체 기혼자를 상으로 한 [표 5-27]의 [model 

5-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남편가사만족에 한 결과 역시 

가장 최근 자료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 인 논의를 통

한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미취업자를 상으로 한 [model 5-11]의 결

과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실제 출산이행에 있어 가정 내 남편지원

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에 해 살펴본 제 2 의 논의에서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의 경

우 가정 내 지원 요인의 요성이 보다 확연하게 나타났던 것을 고려

할 때, 미취업자의 가정 내 지원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뿐 아니라 실

제 출산이행에도 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를 상으로 한 [model 5-12]의 경우 교육수 이(p<.01) 출

산 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이 출산 

이행에 주는 향력은 시기를 불문하고 취업자를 상으로 한 모든 

모형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해 

논의한 제 2 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교육

수  외 다른 주요 요인들은 출산 이행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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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이행)

model 5-7 model 5-8 model 5-9 model 5-10 model 5-11 model 5-12

2010미취업 2010취업 2012미취업 2012취업 2014미취업 2014취업

V

결혼가치
0.218+ 0.436+ -0.369+ 0.293 0.119 0.335

(0.132) (0.237) (0.207) (0.221) (0.155) (0.269)

성역할가치
0.096 -0.255 -0.176 -0.097 -0.087 0.372

(0.203) (0.209) (0.173) (0.276) (0.135) (0.300)

W 일 만족도
0.096 0.567* 0.364

(0.256) (0.277) (0.291)

OS 조직 지원
0.008 -0.283 -0.027

(0.216) (0.293) (0.342)

HS 남편가사분담
0.027 0.155 0.112 -0.054 0.286+ -0.012

(0.104) (0.243) (0.184) (0.299) (0.148) (0.260)

PS

산(%)
2.116 1.753 1.359 0.760 2.063 0.282

(1.886) (3.497) (2.442) (2.804) (2.997) (2.695)

보육인 라
-0.005 -0.004 0.010 0.083 -0.031 0.042

(0.027) (0.040) (0.043) (0.061) (0.041) (0.039)

D

가구소득(ln)
-0.549*** 0.229 -0.554 -0.262 -0.527 0.205

(0.146) (0.293) (0.354) (0.426) (0.380) (0.403)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612** -0.118 0.273 0.706 0.390 0.112

(0.204) (0.224) (0.285) (0.629) (0.252) (0.624)

   학원 이상
0.422 0.469 2.145*** 1.508 1.582* 2.290**

(1.006) (0.940) (0.505) (0.964) (0.783) (0.747)

C

과거출산이행
0.697* 1.092*** 1.039** 0.810+ 0.839* 0.326

(0.312) (0.326) (0.388) (0.452) (0.421) (0.614)

나이
-0.250*** -0.282*** -0.183*** -0.299*** -0.239*** -0.340***

(0.027) (0.032) (0.020) (0.041) (0.034) (0.044)

건강상태
0.135 0.163 0.095 -0.277 -0.255 0.458+

(0.155) (0.192) (0.259) (0.359) (0.284) (0.272)

Constant
8.391*** 2.767 7.663* 6.903** 9.877*** 2.126

(1.698) (3.025) (3.395) (2.973) (3.471) (3.395)

Log likelihood -294.6180 -159.3466 -153.0081 -86.4327 -169.174 -105.747

Wald chi2 2065.54*** 2747.85*** 248.88*** 1470.73*** 226.11*** 831.54***

Pseudo R2 0.2236 0.2587 0.1883 0.2792 0.2417 0.3134

Observations 1,560 1,220 1,196 1,126 982 1,067

*** p<0.001, **p<0.01 * p<0.05 +p<0.1

[표 5-28] 기혼여성의 출산이행(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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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비교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한 분석 결과 반에 한 자세한 논의를 

통해 연구의 의미와 정책  시사 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에 한 것이다. [표 5-27]~[표 5-28]의 결

과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인구·경제학  요인들은 여 히 여성의 출산 

이행을 설명하는 요한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에서 경제  요인인 가구소득은 조사연도에 상 없이 취업자의 

출산이행에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 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역시 

2010년을 제외하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최근의 경험 연구들에서 경제  요인이 일 성 있는 결과를 보여 주

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나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경제 인 

이유를 꼽는 일반 인 설문조사179)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다.

가구소득에 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

, Becker and Thomes(1976)가 주장한 Quantity-Quality 이론의 

용이다. 논의에 따르면, 자녀에 한 높은 기  때문에 경제  수 이 

높아도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 자녀에 해 더 많은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가구소득이 높은 무자녀 

179) 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b)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 낳지 않은 이유에 해 

기혼자들은 경제  불안정(37.4%)과 양육비  교육비 부담(25.3%)을 가장 큰 이유로 

말한다. 그러나 보다 상세한 답변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b)의 

’2018년 국 출산력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은 본인에

게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에 해 1)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

서(25.3%), 2) 경제 으로 여유롭게 생활(24.1%), 3)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16.2%), 4) 부부만의 생활 추구(15.6%)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경제 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하다는 이유는 체의 11.3%에 불과하 다. 이는 주어지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는 경제  이유보다 미래사회에 한 비 인 태도나 자유롭

고 여유로운 생활 혹은 부부만의 생활이 더 실질 인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 같은 경제  요인이어도 ’경제 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것과 ’경제

으로 양육이 곤란‘한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만일 경제 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다 할지라도 경제 인 이유로 자녀를 선

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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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의사결정에 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본 연구는 경제  풍요로움이 경제  이유로 인한 

비자발  출산 지연이나 포기의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는 있으

나 반드시 임신·출산 결정으로 이어지는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에 주목하고자 한다180). 오늘날 청년들의 생애과정에 나타나는 삶

의 여러 가지 모양  개개인의 가치 에 따라, 경제  소득으로 인

한 여유 자원을 자녀출산이 아닌 여가생활이나 교우 계, 그리고 삶

의 질 향상을 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합리  존재이

자 자신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에서, 아이 낳는 

삶이 재 청년들의 삶의 우선순 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양립하기 어렵다면 부의 증가만으로는 출산의 이행과 연

결하기 어려울 것이다.181) 더불어, 오늘날 결혼·출산에 한 인식변화

로 인해 청년세 에게 출산은 생애 단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선택  

하나가 되었다는 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

다른 인구·경제학  요인인 교육수 의 경우, 일반 으로 교육수

이 높은 경우 2년 내 출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 에 띈

다. 이러한 향력은 높은 교육수 과 결혼의향  출산의향에 해 

진행한 제 1   제 2 의 논의를 통해 설명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앞선 논의들이 결혼과 출산의향(intention)에 한 것이었다면 높은 

교육수 이 실제 출산이행(behavior)에도 정 인 향을  수 있

음을 다시  규명한 본 의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편, 가족 가치 은 시기와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출

산이행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일 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의향에 한 부분 결과에서 결혼 가치 이 

180) 련하여 McDonald(2001)는 소득이 낮다고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아니며 마찬가

지로 소득이 아주 높다고 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지는 않는다고 언 한 바 있다.

181) 인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가생활이나 교우 계 혹은 여타 삶

의 질 향상을 한 경제  자원의 소비를 필요  소비로 인식하는 경우, 출산에 따르

는 비용에 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출산이행에 경제  자원의 유무는 최소한

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부부가 자녀계획을 인생의 최우선순 로 두고 있지 않은 이

상 가구소득이 출산이행에 일 으로 정 인 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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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쳤던 것과 매우 이질 이다. 이러한 결과에 한 

해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의향과 출

산이행 결정요인의 차이로 인해 개인 가치 은 1) 출산의향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나 2) 단기간의 출산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

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출산이행에 한 논의의 경우 

연구설계 특성상 패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3) 시간효과나 

다른 시간에 따른 효과를 효과 으로 통제하지 못하 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이에 가족 가치 이 출산이행에 실제 미치는 향에 

해서는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조직 지원 요인의 경우 실제 출산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지원 요인은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제 2 의 논의에서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못하 으나 한 자녀 가정

의 취업 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논의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 다. 기혼여성의 경우 련 제도의 실제 수혜자가 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제도  지원이 실제 출산에 이어지지 못하

다는 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생각건 , 조직 지원의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인지와 이용 간 차이로 인한 간극으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인

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조직 지원은 육아휴직제도에 한 인지 정도

로 측정하 기 때문에 실제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운용되며 이

용가능한지에 해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사회  교환이론이나 조직 지원이론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조직구성원에게 여러 심리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Eisenberger et al., 1990; Crooker & Grover, 1993; 김태희·오

민지, 2018) 실제 제 1 의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는 유의미한 향력

을 보 다. 그러나 제도에 한 인지만으로는 실제 출산의 이행까지 

연결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제 2 의 부가

조사와 같이 후속연구를 통해 실제 조직 지원의 활용가능성과 출산이

행 간 계를 살펴본다면 조직 지원 요인이 출산의 이행에 미치는 

향력에 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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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지원과 더불어 요한 사회  지원 요인  하나인 정부 지원 

역시 출산이행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 다는 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부 지원의 경우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출산의향 논의

에서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실제 출산이행에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지는 못하 다182). 

생각건 , 정부의 정책 지원, 특히, 보육가족  여성에 한 산지

원의 경우,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제고하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향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의 정책들이 출산의향을 높이는 한편 출산의 실제 이행에 

제약이 되는 상황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 제 2 의 논의에서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 을 때와 다르게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경우 정책 요인

이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는 을 고려한다면, 

재 운 되고 있는 출산 응정책이 다자녀자의 추가 출산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재의 

정부 지원 효과는 무자녀자나 한 자녀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

인 출산이행으로는 연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는 향후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의 계에 한 보다 깊은 논의와 정책 

효과성  개인 주 성에 한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 으로 본 의 연구는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결정요인에 해 

살펴 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먼 ,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 

있다. 구체 인 시기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모델은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을 설명하

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로 작용하 으며 통합 인 에서 개개인의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향을 주는 설명변수에 해 살펴볼 수 있는 

182) 정부 지원 요인의 경우 인식이 아닌 련 산과 보육 인 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실제 출산 응정책의 규모를 단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 다는 에서 조직 

지원인식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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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제공하 다는 에서 학문  의미가 있다. ,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조사연도에 따라 개별 인 연구결과를 제시함으

로써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화하고 있는지에 한 단서를 제공하 다.

둘째, 통합모형의 용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의 결정요

인에 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본 의 논의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모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기본 으로 한국여성정책연

구원의 여성가족패 에 포함된 응답자들을 상으로 한다. 동일한 분

석 상 집단을 사용하여 통합모델에 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출산의

향과 출산이행 결정요인의 계에 해 유추할 수 있다는 에서 강

을 가진다. 분석 결과, 본 연구가 통합모형을 통해 제시한 주요변수

들은 체 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그 에서 일부 변수들의 경우 출산 이행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그러나 반 로 출산이행에는 향을 미치지만 출산의향에 향

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출산의향 결정요

인과 출산이행 결정요인을 차별 으로 제시함으로써 두 개념 간 나타

날 수 있는 차이에 해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가설의 방향성이 체로 일 이었다는 

에서 공통 이며 제 2 과 제 3 의 비교는 통합모형  본 논문에 

한 강건성  용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본 의 연구 역시, 기존 거시단 의 연구 인구·경제학

 요인을 심으로 진행되었던 결혼·출산 련 논의의 환기 측면에

서 이론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제 1   제 2 과 마찬가지로 

본 의 일부 연구결과는 기존 신가정경제학  사회  통념으로 설

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한, 상 으로 아주 분명하지는 않

았으나 출산이행에 있어 사회  지원의 요성  집단에 따른 차별

 논의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의 학문  논의나 

정책형성에 있어 개인의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 다양한 삶의 특성 

 요인들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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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시사

제 1  연구결과 요약

1.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분석 결과 요약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해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에 해 간략

하게 살펴보면 [표 6-1]과 같다. 이는 제 5장 제 1 의 [표 5-5]~[표 

5-7]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결과 요약에 있어 해석 편의를 해 

승산비(odds ratio)를 추가 으로 제시하 다.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해 분석 결과, 인구·경제학  요인(D)들 외에도 통합모델에서 제시

한 결혼 가치 (V)  사회  지원  조직 지원(OS) 요인이 미혼여

성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가치

 요인은 결혼에 해 필요 인 가치 을 가질수록 세부 그룹에 상

없이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  지원  하나인 조

직 지원은 취업자의 결혼의향과 정 인 계를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결혼 결정에 있어 개인의 가치 과 일 역에 나타나는 사회  

지원의 요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통합모델의 유용성과 용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인구·경제학  요인들의 경우, 련 요인들을 통제하 을 때, 기존 

사회  통념이나 신가정경제학 심 논의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났다는 에서 특징 이다. 분석 결과, 미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

는 경우와 높은 교육수 을 가진 경우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

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늘날까지 미시단 에서 결혼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으로 기능해 온 Becker(197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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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혼에 한 이론’이 제시하는 일련의 가정들에 한 비  검토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한 논의에 한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6-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결혼의향

미혼 여성

model 1-2 model 1-3 model 1-4 model 1-6

full 미취업 취업 취업

V
결혼가치 2.897(+) 2.622(+) 3.412(+) 3.416(+)

성역할가치 . . . .

W 일 만족 .

OS 조직 지원 1.457(+)

D

가구소득 . . . .

경제활동상태 2.038(+)

교육수

문 · 졸 1.713(+) 1.798(+) 1.925(+) 1.791(+)

학원 이상 2.173(+) . 2.747(+) 2.544(+)

C
 나이 . 0.977(-) . .

 건강상태 1.273(+) 1.382(+) 1.164(+) .

참고: [표 5-5]~[표 5-7] 재구성, odds ratio 기

[표 6-1]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분석 결과 요약

가설
기각
여부

H1-1 미혼여성의 가구소득(D)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H1-2 미혼여성이 경제활동(D)에 참여하는 경우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기각

H1-3 미혼여성의 교육수 (D)이 높은 경우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기각

H1-4 미혼여성의 일 만족도(W)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

H1-5
미혼여성이 결혼 필요  가치 (V)을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채택

H1-6
미혼여성이 성 역할에 해 평등  가치 (V)을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있

을 가능성이 낮다. 
.

H1-7
미혼여성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

이 높다.
채택

[표 6-2]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가설 기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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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분석 결과 요약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출산의향 련 논의의 경우 응답자의 생애

단계와 경제활동상태 등 개인 삶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부 

그룹에 한 분석을 계 으로 실시한 바 있다. 제 5장 제2 의 분

석 결과들을 간략한 표로 나타내면 [표 6-3], [표 6-4]와 같다. 이는 

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하여 분석한 결과(model 2-4)와 체 

기혼여성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 으로 분석한 결과를 

포 하며(model 2-7, model 2-12, model 2-13) 본문 제 5장 제2 의 

[표 5-12]~[표 5-15]를 재구성한 것이다. 

기혼 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변수나 모델에 따

른 차이는 있으나, 인구·경제학  요인(D)뿐 아니라 통합모형에 새롭

게 포함한 가치 (V) 요인, 일(W) 요인, 그리고 세 가지 사회  지원

(S) 요인 모두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었다.

인구·경제학  요인들의 경우 다른 주요변수들을 통제하 을 때, 

Becker(1960; 1981)의 ‘출산결정모형’과 상이한 경향성을 보 다는 

에서 역시 특징 이다. 이는 신가정경제학의 기본가정들과 배치된다

는 에서 기존의 일반 인 연구의 논의와 상이하나 동시에 미혼여성

을 상으로 하 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나 최근 일부 연구들의 논의

와 일맥상통하다는 에서 학문  의미가 크다. , 유사한 에서 

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지향  여성일수록 출산에 부정 일 것이라는 기

존 주장과 비되나 일에 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정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나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생을 높인

다는 최근 국가 단 의 통계  추세로 설명된다.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분석에서, 본 연구는, 이 외에도 가족 

가치 183) 요인과 가정 내 지원이나 정부 지원과 같은 사회  지원의 

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편 가사분담에 한 만족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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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지원은 세부 그룹에 상 없이 일 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의

향에 정 인 향을 주었다. 경제활동상태를 기 으로 구분하 을 

때, 미취업자의 경우 남편 외 가사도움이, 취업자의 경우 일에 한 

만족이 각각 유의미한 향을 보 다는 에서 개인의 우선순 나 선

호에 한 차별  논의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의 강건성  개인 삶의 다양성에 

한 논의의 유용성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가치 과 여러 사회  지원의 필요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기존 

사회 통념과 인구·경제학  요인 심의 학문  경향성에 한 재고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에서 의미 있다.

183) 가치  요인의 방향성 역시, (취업자의 경우) 성 역할에 한 평등  가치 을 가질

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범 · 통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에 우호 일 것이라는 기존 가설과 반 되는 양상을 보 다. 가족 가치 의 결과

는 두 개 가치  요인에 한 차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오늘날 양성

평등주의의 확산이 반드시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출산의향에 한 보다 자세한 결과논의는 제 2  참고.)

출산의향

기혼여성

model 2-4 model 2-7 model 2-13 model 2-12

full 미취업 취업 취업

V
결혼가치 1.398(+) 1.318(+) 1.528(+) 1.492(+)

성역할가치 . . 1.295(+) 1.248(+)

W 일 만족도 1.422(+)

OC 조직 지원 .

HS
남편가사분담 1.413(+) 1.530(+) 1.285(+) 1.241(+)

남편외도움 . 1.944(+) . .

PS
산(%) 27.339(+) 19.094(+) 49.063(+) 61.898(+)

보육인 라 . . . .

D

가구소득(ln) 0.657(-) 0.620(-) 0.605(-) 0.551(-)

경제활동상태 .

교육수

문 · 졸 2.294(+) 1.772(+) 3.826(+) 3.347(+)

학원 이상 8.779(+) 5.208(+) 19.181(+) 16.018(+)

C
나이 0.609(-) 0.661(-) 0.566(-) 0.567(-)

건강상태 . 0.817(-) 1.335(+) .

참고: [표5-12]~[표 5-14] 재구성, odds ratio 기

[표 6-3]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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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은 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논의 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의 가설 검증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가설 2-10-1의 검증

은 부가조사(부록 2.)에서 논의한 결과를 기 으로 하 으며 한 자녀 

가정의 기혼여성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184)

184) 부가조사(부록 2)에 따르면, 재 경제활동을 하는 한 자녀 가정 여성을 상으로 

하 을 때, 육아휴직 사용경험(p<.001)뿐 아니라 통합모델의 구성요인인 결혼 가치

(p<.01), 성 역할 가치 (p<.01), 육아휴직 인지도(p<.01), 보육인 라(p<.05), 교육수

(p<.01 or p<.001)이 추가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p<.001)와 건강상태(p<.05)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가설
기각
여부

H2-1-1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각

H2-2-1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

H2-3-1 기혼여성의 교육수 이 높은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기각

H2-4-1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기각

H2-5-1
기혼여성이 결혼 필요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채택

H2-6-1
기혼여성이 성 역할에 해 평등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의향이 있

을 가능성이 낮다. 

부분

기각

H2-7-1
기혼여성이 남편 가사분담에 만족할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

다.
채택

H2-8-1
기혼여성이 남편 외 가사도움을 받는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분

채택

H2-9-1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

능성이 높다.
.

H2-10-1
한 자녀 여성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채택

H2-11-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산 비 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채택

H2-12-1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인 라 수 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표 6-4]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가설 기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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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는 기혼여성을 자녀수에 따라 구분하여 자녀가 없는 경우(0

자녀 가정)와 자녀가 한 명인 경우(1자녀 가정)를 개별 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의 경우 1) 자녀수에 따른 두 개 집단에 한 분석을 

차별 으로 실시하는 한편(0자녀/1자녀) 2) 각 집단을 다시 경제활동

상태(취업/미취업)를 기 으로 세분화하여 세부집단(2X2)에 한 분

석을 실시하면서 개별 그룹에 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

다. 이는 제 5장 제 2 의 [표 5-16]~[표 5-23]의 결과를 포 한다.

자녀수를 기 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살펴보았을 때, 분석 결

과는 세부집단에 따라 큰 상이성을 보 다. 먼 , 무자녀 가정의 기혼

여성을 상으로 한 경우, 일부 교육수 이나 미취업 여성의 결혼 가

치  요인을 제외하고는 통합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수 , 가정 내 지원, 가치 , 조직 지원 요인들이 추가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한 자녀 가정의 결과 

역시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경우([표 6-4] 참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 다.

자녀수와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세부집단을 구분한 [표 6-5]의 세부 

연구결과는 출산 응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개별 집단의 특수성 고

려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 다. 특히, 무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

이 오늘날 국가 출산 응정책의 가장 요한 정책 상임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 요인들이 출산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한

다는 이나 특히 무자녀 가정 여성의 경우 결혼 가치  외에 통합모

델에서 다룬 주요변수들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

지 못하 다는 은 지 까지 학문 ·정책  논의에서 고려하지 못하

던 다른 제 3의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연

구설계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자녀 가정이나 한 자녀 가정 등 

오늘날 청년세 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동기에 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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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향

0자녀 가정 1자녀 가정

m 3-4 m 3-7 m 3-12 m 4-4 m 4-7 m 4-12

full 미취업 취업 full 미취업 취업

V
결혼가치 1.647(+) 1.582(+) . 1.353(+) . 1.849(+)

성역할가치 . . . . . .

W 일 만족도 . .

OC 조직 지원 . 1.901(+)

HS
남편가사분담 . . . 1.318(+) 1.443(+) .

남편외도움 . . . 2.010(+) 2.470(+) .

PS
산 . . . . . .

보육인 라 . . . . . .

D

가구소득 . . . . . .

경제활동상태 . .

교육수

문 · 졸 . . . 2.356(+) 1.969(+) 3.415(+)

학원 이상 5.732(+) . . 5.092(+) . 9.650(+)

C
나이 0.635(-) 0.699(-) 0.576(-) 0.668(-) 0.702(-) -

건강상태 1.561(+) . 2.830(+) . . .

참고: [표 5-16]~[표 5-23] 재구성, odds ratio 기

[표 6-5]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분석 결과 요약(자녀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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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분석 결과 요약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한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살

펴보면 [표 6-6], [표 6-7]과 같다. 출산이행에 한 논의는 조사연도

(t)의 설명변수가 실제 다음 조사연도(t+2)까지 출산이행에 주는 향

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에 있어 과거 출산이행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

함하 다. 분석 결과, 조사 시 이나 개별 변수에 따른 차이는 있지

만, 인구·경제학  요인 외에도 결혼 가치 과 일, 그리고 가정 내 지

원 요인 등 통합모형에서 제시한 요인들이 출산의향뿐 아니라 실제 

단기간 내(2년) 출산이행에도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지원의 경우 조사연도나 경제활동여부에 상 없이 유의

미한 향을 주지 못하 고, 다른 변수들의 향력 한 출산의향에 

한 결과에 비해 미미하거나 비일 인 모습을 보 다.

보다 구체 으로, 인구·경제학  요인들의 경우, 가구소득과 교육수

이 출산이행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의 모든 분석모형에서 출산의향 

 이행과 정 인 계를 보 다는 에서 논의의 일 성을 가진

다. 이는 한 인구·경제학  요인이 출산의향과 이행에 유사한 방식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185)

다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출산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향력 정도는 출산의향에 한 결과에 비해서 다소 미약한 모습

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출산의향과 실제 출산이행 간 간극 가능성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의 어려움은 있지만, 통합모형에 포

함된 요인들이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 할

185)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응답자의 나이 역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이행에 한 논의

에서 일과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의향  이

행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결혼과 다르게 출산결정에 있어 연령 규범이 여 히 작

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임신과 출산이 필연 으로 부부의 물리 인 나이나 건

강과 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최근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2년 내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생애단계에 있어 출산을 계획

하고 실 하는 특정 시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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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이것이 실제 출산의 이행과 실 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

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향후 출산

의향과 이행 간 계에 한 보다 많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이행

기혼여성

model 5-2 model 5-4 model 5-6

2010 2012 2014

V
결혼가치 1.321(+) . .

성역할가치 . . .

HS 남편가사분담 . . 1.233(+)

PS
산(%) . . .

보육인 라 . . .

D

가구소득(ln) 0.774(-) . .

경제활동상태 . . .

교육수

문 · 졸 1.504(+) 1.566(+) .

학원 이상 . 6.294(+) 7.810(+)

C

출산경험 2.162(+) 2.340(+) 2.033(+)

나이 0.773(-) 0.791(-) 0.762(-)

건강상태 . . .

참고: [표 5-27] 재구성, odds ratio 기

[표 6-6]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분석 결과 요약

출산이행

2010 2012 2014

5-8 5-9 5-10 5-11 5-12 5-13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V
결혼가치 1.243(+) 1.547(+) 0.691(-) . . .

성역할가치 . . . . . .

W 일 만족도 . 1.764(+) .

OC 조직 지원 . . .

HS 남편가사분담 . . . . 1.332(+) .

PS
산(%) . . . . . .

보육인 라 . . . . . .

D

가구소득 0.578(-) . . . . .

교육수

문 · 졸 1.843(+) . . . . .

학원 이상 . . 8.545(+) . 4.866(+) 9.878(+)

C

출산경험 2.007(+) 2.981(+) 2.828(+) 2.248(+) 2.315(+) .

나이 0.779(-) 0.754(-) 0.832(-) 0.742(-) 0.788(-) 0.712(-)

건강상태 . . . . . 1.581(+)

참고: [표 5-28] 재구성, odds ratio 기

[표 6-7]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분석 결과 요약(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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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가설 채택 

여부를 표로 나타내면 [표 6-8]와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한 이상의 세 가지 모형들에(미혼여성

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한 주요 

분석 결과  가설 기각 여부를 통합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을 심으

로 다시  정리하면 [표 6-9]와 같다. 이때, 통제변수들인 나이와 건

강상태 변수에 한 결과들은 포함하지 않았다.186)

186) 무자녀  한 자녀 가정에 한 논의 반과 일부 경제활동상태  연도에 따른 세

부 모형의 결과가 모두 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각 모

형의 분석 결과 혹은 [표 6-1]~[표 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설
기각
여부

H2-1-2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부분
기각

H2-2-2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산이행 가능성이 낮다. .

H2-3-2 기혼여성의 교육수 이 높은 경우 출산이행 가능성이 낮다.
부분

기각

H2-4-2 기혼여성의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낮다.
부분

기각

H2-5-2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

H2-6-2
기혼여성이 성 역할에 해 평등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이행 가능

성이 낮다.
.

H2-7-2 기혼여성이 남편 가사분담에 만족할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부분

채택

H2-9-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

H2-11-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산 비 이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

H2-12-2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인 라 수 이 높을수록 출산이행 가능성이 높다. .

[표 6-8] 기혼여성의 출산이행에 한 가설 기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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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결정요인

가설

방향성

기각여부

결혼의향 출산의향 출산이행

D

가구소득 + . 기각 부분기각

경제활동상태 - 기각 . .

교육수 - 기각 기각 부분기각

W 일만족도 - . 기각 부분기각

V
결혼가치 + 채택 채택 .

성역할가치 - . 부분기각 .

HS
남편가사분담 + 채택 채택 부분채택

남편외도움 + 부분채택

OS
조직지원(인식) + . .

조직지원(경험) + 채택

PS
산 + 채택 .

보육인 라 + . .

*통제변수인 나이와 건강상태에 한 결과는 포함하지 않았음

**요약은 총체 인 결과에 한 것으로 자녀 수 논의나 일부 경제활동상태나 연도

에 따른 차이가 반 되지 않을 수 있음(세부결과는 각 모형의 분석결과표 참고)

[표 6-9] 본 연구의 주요결과 요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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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함의  시사

본 연구는 ‘결혼·출산에 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세부집단 분류

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을 총체 인 에서 규명하고자 하 다. 결혼·출산 선택에 한 통

합모델의 제시는 모델의 명료성  비교·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강

이 있으며 실제 경험  분석을 실시하 을 때 여러 이론 ·정책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다. 연구가 가지는 이론

·정책  함의  시사 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론  함의

본 연구의 이론  구성은 크게 세 가지 큰 축을 심으로 논의할 

수 있으며 이와 련한 이론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국가 단 에서 다루어져 왔던 국가 출생 

상을 사회구조와 개인의 의사결정 수 에서 함께 고려하고 설명하

다는 에서 이론  함의를 가진다. 결혼과 출산의 선택이 기본 으

로 개인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련 선

행연구들은 거 이론 혹은 범  수  이상에서 이론이나 분석틀 제

시하면서 출생 상에 한 일반 인 원인을 악하고 이를 설명하

는 데 주목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향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는, 기존 거시 단  논의들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개인 수 에서 

결혼과 출산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는 에서 의미 있다.187)

187) 출생 상에 한 논의는 주로 국가 단 에서 논의되어왔으나 실제 결혼과 출산

에 한 책임은 아직까지 개인 혹은 가족 단 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출산 응정책의 극 인 실행으로 결혼과 출산에 한 사회  지원이 강조되고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나 마을공동체 단 에서 련 책임을 함께하는 정 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련 비용은 개인 수 에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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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 의 인구 지표 혹은 경제개발지표를 활용한 경험 연구들은 

 세계 인 출생 상을 기술·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개별 국

가의 특수성이나 국가 내 개개인의 상황이나 욕구(needs)의 차이에 

해서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에서 설명력의 한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으로도 이례 인 수 의 낮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다는 에서 국가 간 비교보다는 련 문제에 한 원인

과 해결방안에 한 체계  논의가 구체 인 분석을 통해 제시될 필

요가 있었다. 기존 합계출산율 심의 논의들이 개인 수 에서 작용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한 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을 고

려할 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가진 분석 단 의 한계에 해 논

의하고 개인 수 에서 우리나라의 결혼·출산 결정요인 규명하고자 하

다는 에서 이론  함의가 크다 할 것이다.188) 이러한 본 연구의 

은 거시·미시 수 의 통합 ·연계  근의 필요성을 언 하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도 일맥상통하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  요인들을 심으로 설명되어 온 기존 결혼·

출산 결정요인에 한 논의에서 나아가 실제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가치, 규범, 문화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 다. 국가 

출산율을 설명하는 기존 련 연구들의 경우, 가임여성 인구수나 혼

인율과 같은 인구학  요인들과 GNI, GDP, 평균물가상승률,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같은 경제  요인들을 심으로 국가의 출산

율을 설명해왔다. , 최근 사회·문화  요인의 향력이 강조되고 있

으나 이들 요인은 국가 수 의 경험 연구를 통해 하게 규명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어 소수 국가 간 사례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온 측

188) 선호이론을 주창한 Hakim(2003: 351)은 출산율 감소에 한 기존 인구학 연구들이 

1) 사회 로세스나 개인의 동기에 기반하지 않은 변수 심(variable-centered) 근

을 하면서 단순히 만혼이나 교육기간의 증가를 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언

하며 개인 심(person-centered) 혹은 응답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기반한 논의

의 필요성을 언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기존 논의들이 2) 시간 변화나 국가의 

특수성에 한 고려가 부족하 을 뿐 아니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3) 여성의 의도, 

가치 , 그리고 동기에 심이 없었다는 을 기존연구의 특징으로 꼽았다. 이러한 

Hakim(2003)의 문제 인식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지닌 한계를 보

완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결혼·출산의 결정요인에 해 설명하 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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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있었다.

미시단  논의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들은 신가정경제학이라는 미시

경제 이론의 에서 경제  요인들만을 심으로 설명되어 온 경향

이 있었다. 신가정경제학은 기본 으로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며 가

정의 생산(household production)189)이나 개인의 결혼·출산의 의사결

정을 효용극 화로 설명한다. 특히, 표 인 학자 Becker(1972; 1973; 

1981)는 성별에 따른 생물학  차이와 이로 인한 비교우 를 가정하

여 여성이 가정에서 남성이 시장에서 활동할 때 가장 효율 이며 결

혼을 통한 효용극 화가 결혼 선택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논의에 따르면 여성의 높은 교육수 과 경제활동 참여

는 결혼 기회비용 증가로 인하여 결혼·출산 결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즉, 근 화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  지 의 상승이 국가  

출생 상이나 만혼·비혼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

까지도 익히 알려진 사회  통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 통념이나 지배 인 이론이 과연 오늘날 우

리 사회 청년(여성)들의 결혼·출산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여

히 유용한지에 해 궁 증을 가지고, 기존 논의들을 비 으로 검

토하고자 하 으며 안  모델로서 통합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는 에서 학문  의미를 가진다. 신가정경제학에 기반한 기존 이론

들은 최근 일부 학자들을 통해 그 제 가정이나 설명력에 한 의구

심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안  모형의 제시와 

검증 노력은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특히, 성별에 한 기본가정190)과 개인 단

189) 가정의 생산에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이 포함되며 가정과 시장의 생산활동에는 

시간 자원에 한 제약이 포함된다. 즉, 한정된 시간 하에서 개인 혹은 가족은 시장노

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양육시간, 여가시간, 기타 시간 등을 배분하게 된다.

190) Becker(1972; 1973; 1981)는 결혼과 출산에 한 논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비

교우 ) 등을 제하고 있으나 실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고려하 을 때 오늘날 

여성의 생애단계는 남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교육의 이수나 취업을 결혼 이 에 거쳐야 하는 삶의 단계로 인지하는 경향성

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근 화나 산업화로 인한 양성평등의 발달이나 시 변화에 

따른 결과로, 향후 Becker의 이론이 성별에 해 립 으로 해석· 용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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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혼·출산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나타

나고 있으나 이에 한 수정이나 안  모델에 한 논의는 아직까

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인구·경제학  요인들을 심으로만 논의되던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개별 학문 분야에 따라 개인 가치 , 일, 사회

 지원들을 인구·경제학  요인과 더불어 논의하고 이를 경험 연구

를 통해 규명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

시 아직까지 학문 분야에 따라 심변수를 심으로 제한 으로 논의

된 측면이 있어 락변수로 인한 편의나 환원주의  오류 가능성을 

여 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

구는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을 반 하고,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

서 산발 으로 논의되던 여러 련 변수를 유기 으로 통합하고 총체

인 에서 개인의 결혼·출산 결정요인에 해 살펴보았다는 에

서 학문  시사 을 가진다.191)

셋째, 특히, 행정학 논문으로서 본 연구는 여러 학문  에서 논

의되고 있는 개인의 결혼·출산 문제를 종합 으로 살펴보았다는 에

서 학문  함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한 

인구학·사회학·경제학 분야뿐 아니라 가정학·여성학·심리학 분야의 여

러 이론  논의를 검토하고 각 분야에 따라 논의되어온 주요변수들을 

통합하여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다학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 

보다 구체 으로, 개인 단  논의를 통해 개인 삶에 있어 결혼과 출

산의 의미 변화에 해 논의하 으며 개인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의 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 다. 인간의 

궁극 인 목표 혹은 최 효용을 개인 삶의 질이나 행복으로 본다면, 

본 연구가 통합모델에서 고려한 가치 과 여러 사회  지원 요인들은 

191) 본 연구가 통합모형의 제시를 통하여 이상에서 언 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자 하 으나 본 연구의 모형이 개인의 결혼·출산에 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설명하

다거나 가능한 오류가능성을 모두 해결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는 기

존 련 연구들에서 언 되거나 분 으로 논의되어 온 주요 변수들을 총체 으로 

고려하고 분석을 시도하 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련 주제에 한 

개선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학문  함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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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합리  의사결정을 돕는 추가 인 자원이나 비용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 제약이

나 자원제약을 고려하는 합리  인간을 넘어 가족 가치 이나 배우자

 등 다른 비합리  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 결정요인에 한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국가  에서 개인의 가치  변화와 결혼·출산 선택을 어떻게 받

아들이고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해 고민함으로써 행정학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사회  지원 등 국가·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진하기 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 다는 에서 실천  측면에서 함의 역시 크다 할 것이다.

이 외에 구체 인 분석에 하여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가진다. 먼 , 본 연구는 1) 결혼의향, 출산의

향, 출산이행의 세 가지 결과변수에 해 통합모델을 용하여 개별 

요인들의 향력에 해 살펴보았다는 에서 비교·분석의 용이성 측

면에 강 이 있다. 세부 상이나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 

모형을 기반으로 공통 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결정요인들이 

집단이나 결과변수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 가에 해 논의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2) 다양한 세부집단을 상으로 여러 

조합의 논의를 실시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 고 결과 으로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도 분석  함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한, 본 연구

는 3) 출산의향(계획)의 존재와 실제 출산이행 여부(임신여부)의 결정

요인에 해 차별 으로 살펴 으로써 출산의 계획과 이행 간 계에 

한 연구에도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여

성의 출산의향에는 통합모형 내 부분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출산이행에 해서는 가족 가치 이나 남편지원을 제외한 사

회  지원 요인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못하 다. 

끝으로, 기존 미시단  실증연구들이 주로 한정된 변수들을 상으로 

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 으로 논의되어 온 을 고려할 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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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4) 패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수 의 자료를 통합하여 여성의 

결혼·출산에 향을 주는 반 인 요인에 한 종단 연구를 실시하

다는 에서 연구의 타당성 측면에 이 을 가진다. 

2. 정책  함의

이론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가진

다. 먼 , 기본 으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출산 응정

책의 수립에 있어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출산 응정책은 2000년

 논의되기 시작하며 지 까지 약 20년 동안 극 인 국가  심

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 정책(특히 제1차, 2차 계획)들이 ‘여성(청

년) 삶에서의 결혼·출산의 의미 변화’와 같은 오늘날의 정책 환경변화

를 히 반 해왔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

고 있는 결혼·출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에서 

행 출산 응정책의 문제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오늘날 청년세 에게 결혼과 출산은 생애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여

러 선택사항  하나이며 개인 혹은 부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 내에서 

단하는 합리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과거와 달리 결혼과 

출산은 일 는 여가와 같은 다른 삶의 역들과 연 되어 결정된다. 

그러나 기존 출산 응정책은 국가 주도의 규범 인 근방법을 통

해 출산에 한 책임이나 당 성을 내세우는 한편 이러한 시 변화에 

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형성에 

있어 기본 으로 청년세 의 변화한 가치 이나 라이 스타일을 극

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을 통해 청년세 의 삶에 실성 

있는 유인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에서 본 연구는 개인 수 에서 결혼·출산 결정요인에 

해 논의함으로써 기존 거시단  합계출산율 주의 논의에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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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자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up) 정책 수립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 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출산 응정책은 출산 련 욕

구를 지닌 혹은 욕구실  과정에서 좌 을 경험한 부부 등을 상으

로 미시 차원에서 논의해야 함에도(우해 ·장인수, 2019) 이제까지 합

계출산율과 같은 수치를 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논

의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설명변수에 하여도, 출산 응정책의 

효과성 검증 외에 개인의 합리  결정이나 가용자원의 에 기반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는 출생 문제에 한 학문  논의가 주고 

거시단 에서 이루어져 온 것과 무 하지 않다. 본 연구는 정책 형성

자 입장에서 하나의 수치 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나 가

임여성 수와 같은 숫자 내면에 개개인의 가치 과 상황 그리고 욕구

(needs)에 기반한 삶의 결정이 담겨있음을 논의하며 향후 정책형성에 

있어서 개별 수요자의 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 상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본 연

구는 기존 출산 응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하나를 정책수요

자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한 부족한 이해로 보고 통합  에

서 기존에 락되거나 간과되었던 개인 차원의 결혼·출산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 검증에 있어 연구 상인 여성을 세부집단으로 

구분하고 차별 인 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 결과, 통합모델의 용에 

있어서 경제활동상태나 특히 자녀수에 기반한 세부집단 간 분석 결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집

단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미 있다. 결혼과 출산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그룹별로 

면 히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결혼·출산 선택에 해 상세하게 이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  에서 개인 삶의 다양성을 반 한 

수요자 심의 맞춤형 인구정책의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사한 맥락에서 앞으로는 앙정부보다는 기 자치단체를 심으로 지

역 내 인구특성에 맞는 정책이 활발하게 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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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방향성에 한 제언

연구의 이론 ·정책  시사 을 고려할 때, 최근 정부가 과거 합계

출산율 주의 정책목표 제시에서 나아가 ‘2040세 의 삶의 질’로 정

책 변화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환 이며 정 인 시도로 보인

다. 실제 출산·고령사회 원회(2019)는 3차 출산 고령사회기본계

획 재구조안을 발표하여 실제 합계출산율 1.5라는 기존 정책목표를 

폐기하고 개인의 합리  선택과 모든 출생을 존 하는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의 변화를 선포한 바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될 제4차 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는 실제로 이러한 정책 변화들을 반 한 보다 효과

인 정책들이 운 되길 기 한다.192) 분석 결과를 토 로 개인 삶의 

특성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결혼 결정요인과 국가·사회의 역할

결혼지원정책은 제3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출

생 문제에 한 정책 상을 2040세 로 확장하면서 본격 으로 논의

가 시작되었다. 이 까지 결혼 련 정책은 게 소득 무주택 신혼

부부들을 한 주거정책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주거정책은 특히 수

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

으나 1) 실질 인 주택공 이 최근에 와서 실 되고 있다는 과 2) 

공공임  등 련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의 수요를 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받는다는 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193)

192) 실제 본 논문이 마무리되는 시 에 발표된(2020.12.15.) 제4차 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은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 한 제언들을 일정 부분 반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4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

정한 사회, 3) 인구변화 응사회 신의 세 가지로 종  합계출산율 주의 정책목

표와 다르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추진 략으로 삼는다는 에서 고

무 이다( 계부처합동, 2020). 즉, 정책 논의에 있어서 인구구조변화에 한 반  

인식 변화를 반 하고자 하 다는 에서 향후 정 인 변화가 기 된다.

193) 주거정책에 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

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기존 출산 응정책의 문제 과 재 결혼지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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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요 정책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에 해 구

체 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의 결혼의향이나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비용 심 지원으로 

경제  요인의 고려에 치 하고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의 분석 결과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a)의 심층 면담결과를 살펴

보면, 오늘날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이수와 취업이 필수

인 부분이 된 반면 결혼은 선택사항이 되었고, 결혼에 한 정  

인식이나 의향은 여 히 높은 편이지만 기존의 연령 규범( 는 향후 

출산에 한 고려)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 인 이유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아직 결

혼할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결혼 후 경험하게 될 삶의 변화나 

희생(남편의 미비한 가사참여, 시부모 부양, 자신의 삶 혹은 직장  

여가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

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194)

생각건 ,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에는 경

제침체나 고용불안, 내집마련의 어려움 등 경제  요인으로 인한 비

자발  원인도 크겠으나 다른 한 편으로 결혼 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한 삶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혼에 한 비  망

이 큰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5)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특히 결혼 후에도 일 역  여가 역과 같은 다른 

삶의 역이 가정 역과 양립할 수 있고, 결혼이 개인의 인생에 희

단하는 한 정부 지원변수가 부족하다는 ,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유추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에 해당한다.

194) 이는 취업 여성의 경우 조직 지원이 유의미한 향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 특히, 미혼 여성을 상으로 하 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한 인지도가 

결혼의향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었다는 은 미혼 여성이 생각하는 결혼 

결정에 출산 후 경력유지에 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195)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경우에도 외가 아닐 것이다. 남성의 경우, 결혼에 따르는 

경제  부담(고용불안, 내집마련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

져 있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혼자 생활의 편리함이나, 결혼 후 여가생활을 충분

히 하지 못할 것에 한 우려 등 자발 인 이유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아니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가정 내 가사·

육아 참여 증가는 향후 결혼에 따르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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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나 험(risk)이 되지 않도록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  공감의 형

성이 무엇보다도 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 반의 인식 측면에서 개인의 비혼 혹은 만혼 결정을 문

제시하기보다 청년세 가 가진 어려움과 라이 스타일, 삶의 질에 

한 욕구를 악하고 이를 공감하는 사회 반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의 변화에 비해 사회구조와 남성의 변화가 

더디다는 Hochschild and Machung (2012)의 논의처럼 련 문제에 

있어 미래 배우자인 남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인식이 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조직에서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역의 양립을 지원하

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개인의 자아실   성취 는 삶의 질을 이유

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어질 수 있을 것이다.196)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 련 산

이나 정책의 경우 측정이 여의치 않아197) 논의에 포함하지 못하 으

나, 미혼자 부분(여성: 88.2%, 남성: 88.6%)이 결혼지원정책 필요성

에 공감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b)의 설문조사198)를 고

려한다면 향후 결혼에 한 정부의 한 정책 지원이 미혼자의 결

혼의향에 정 인 향을  수 있으리라 기 된다. 다만 제3차 기

본계획의 한 정책운 이 실질 으로 결혼·출산과 거리가 먼 백화

식 정책 제공이나 해외 취업 장려 등 실제 청년층의 수요와는 맞지 

않았다는 비 을 받았다는 을 고려할 때, 이후의 정책형성은 기본

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한 이해에 기 해야 할 것이다.

196)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아니지만 남성의 결혼의사결정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여

러 요인들과 그 비용에 한 고려 역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아직까지 

결혼의 필요성이나 결혼의향에 있어 상 으로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결혼

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  부담이나 여가생활의 자유에 한 우려를 언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남성 역시 결혼·출산 련 사회  지원의 직  수혜자라는 에

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련 논의  정책 논의가 지속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197) 시도단 에서 시행된 (국제)결혼 지원제도( : 농  총각 장가보내기 로젝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지역(농·어 ) 는 상에 있어 

한정 인 성격을 가진다.

198) 이 경우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를 한 정책(29.4%)이 가장 필요하다

고 응답하 다. 자세한 논의는 본문(p.14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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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결정요인과 국가·사회의 역할(자녀수 측면)199)

기혼자의 출산의향에 한 국가·사회의 역할을 자녀수 측면에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무자녀 혹은 한 자녀 가정에 한 논의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다. 기존 출산 응정책은 유자녀 혹은 다자녀 

가정을 상으로 출산과 양육지원에 주로 심을 가져왔다. 이에 아

이가 없는 무자녀 가정이나 한 자녀 가정의 출산의향에 해서는 상

으로 고려가 미흡하 다. 실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가정의 남성

들을 상으로 질  연구를 수행한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5)에 따

르면, 응답자들은 국가정책이 유자녀 가정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에는 기본 으로 동의하고 있지만(p.23) 셋째 자녀 출산부터 이루어지

는 다자녀 가정을 한 혜택들이 비 실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다. (비자발  이유로 아직 아이가 없는) 무자녀 가정의 경우, 실

인 상황을 이유로 첫 자녀 출산조차 연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 

자녀 가정에 한 지원부터(첫 자녀 출산부터)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0)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

(2019년 기  0.92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을 기 으

로 시행되고 있는 행 다자녀 가정 정책 혜택의 기 을 단계 으로 

두 자녀로 확 하고자 하는 제4차 계획(2020.12.15. 발표)의 변화는 무

199) 자녀수에 따른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외에 기존 출산 

응정책에 한 기존의 비 과 다수 선행연구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이 외의 다양

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분석 결과, 무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

의 경우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다르다는 , 연령의 경우 결혼의

사결정에는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지만 출산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주고 있다

는 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상의 논의에 한 해설은 여

러 추가 인 자료와 학문  논의에 기 고 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200) 이 외에 응답자들은 아이를 1) 경제 인 이유로 인해 낳지 못하거나 낳더라도 한 

자녀만 갖게 되므로 경제  지원이 필수 이라는 의견, 2) 둘 이상 낳기 해서는 외

벌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보다 육아·보육 지원이 필수 이라는 의견, 같

은 맥락에서 3) 여성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응답자들은 한 자녀 이상의 경우 맞벌이가 

필수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해서는 언

이 없어 기본 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여성이 담당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습을 간

으로 보 다(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5. pp..13-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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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자녀 가정의 출산계획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

이다. 역시 기본계획의 변화과정에서 반 되기 시작한 부분이지만( :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실체 인 지원 역시 

차 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난임 는 불임과 같이 건강상 이유로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 

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결혼에 한 연령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

이 변화하면서(혹은 개인의 라이 스타일이나 가치  변화로 인하여) 

성별에 계없이 만 30세 이후부터 결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0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출산의향과 이행에 있어서는 자신의 

나이에 한 향력이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다.20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출산이 아직까지 유배우 출산

의 성격을 가지며 출산이 삶의 특정 시기에 집 으로 계획·실 되

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청년세 가 인식·경험하는 생애단계와 인간의 

생물학  생애단계 간 차이로 인해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 이행을 상

으로 짧은 시기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안 한 임신·출산을 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비자발 인 건

강상의 이유로 자녀출산이 미 지고 있는 난임부부에 한 의료 ·경

제  혜택과 더 많은 심이 추가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생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자발 인 이유로 무자

녀 가정을 선택한 부부에 한 사회 인 인식개선 역시 필요해 보인

다. 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자발 인 이유로 인한 출산의 

지연에 해 사회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자발 인 

이유로 딩크족 혹은 싱크족을 선택한 부부에 한 강요나 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존속과 유지도 요하지만, 그 국가

를 구성하는 개인 는 부부의 행복추구와 이러한 결정 역시 존 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는 아이를 낳아도 잘 살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역

201) 통계청(2020d)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평균 혼연령은 

남성 33.4살, 여성 30.6살이다.

202) 이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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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해야 하지만 이는 기본 으로 개개인의 삶의 선택에 한 존

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개개인의 삶과 가정의 모습에 한 

사회 인식 변화와 존 은 나아가 동거가정, 비혼 유자녀 가정, 입양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출산 결정요인과 국가·사회의 역할(경제활동 측면)

기혼자의 출산 결정요인과 국가·사회 역할에 하여 경제활동상태

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미취업자 기혼 유자녀 여성

에 한 가정 내 지원의 필요성이다. 업주부, 특히, 업모(母)의 경

우 맞벌이 가정의 여성에 비해 시간과 에 지 자원 측면에서 여유가 

있을 것이지만, 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 

과 교육을 혼자 하기에 충분한 에 지와 시간 자원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실제 외벌이 가정의 경우, 미취업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해야 한다는 사회  기 가 존재하는 반면 가사노동에 한 실질

(혹은 경제 203)) 가치에 한 인식은 조한 편이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기존 가사노동에 더불어 자녀 돌   양육을 담하게 

되면서 증가한 역할요구에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때 남편이나 남편 

외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요할 수 있으나 상 으로 이러한 가

정 내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외벌이 가정의 미취업 배우자의 경우, 일 역이 존재하지 않

고 여가 역과의 양립을 기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 으로 가정 

역이 차지하는 향력이 크며 이에 가정 역에서의 사회  지원이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타인과의 만남이나( 계욕구 충족) 일

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실 감(성장욕구 충족)

을 통해 정서  자원(일-가정 정  이)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내 사회  지원 없이는 가사  육아로 인한 스트 스에 효과 으로 

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203) 통계청(2018)이 발표한 ‘가계생산 성계정 개발 결과(무  가사노동가치 평가)’를 

보면 2014년 기  가사·돌  노동에 한 경제  가치는 시간당 10,569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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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 한 일·가정 양립  돌  공백에 한 지원이 물

론 우선 으로 요하겠으나, 향후 정책의 고려에 있어서는 업주부

의 가사·양육 노동에 한 사회  인식 제고와 돌  혜택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1) 맞벌이 가

정에 비해 상 으로 경제  수입이 을 수 있다는 이나 오히려 

2) 아이가 어리거나 여러 명이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렵거나 3) 출산 

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경력단 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

다는 을 고려한다면, 외벌이 가정의 추가 출산의향 제고를 해서

는 경제  지원과 더불어 배우자와 기타 국가·사회의 인정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204) 통계 으로 남성 외벌이 가정이 많은 비 을 차지

하지만, 외벌이 가정의 소  독박 가사·육아로 인한 어려움은 여성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이 업주부의 역할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맞벌이 유자녀 가정의 경우, 가정 내 남편의 역할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조직의 지원이 출산의향 혹은 추가 출산의향

을 결정하는 데 가장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 의사결정에 있어 직업 안정성

이나 경력단  문제를 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일-가정 두 개 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얻게 

되는 정 인 정서  자원( : 자기효능감, 역 간 완충효과)도 있

겠지만, 실 으로 시간과 에 지 자원의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역 간 혹은 가정 역과 다른 역 간 양립 문제를 어떻

게 조율할 것인지가 가장 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제2차, 3차 출산 응정책들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한 제도 인 여건 마련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이들 제도는 실제 충분히 

204)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사회  지원  남편의 가사분담에 

한 만족은 무자녀 가정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에 상 없이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 외 가사 도움의 경우 자녀가 있는 미취업 기혼여

성에게만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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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직장 내 어린이집의 경우 일부 규모 

사업체에서 한정 으로 운 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업체 규모(소

규모) 혹은 업무특성 상 련 제도의 시행이나 체인력 확보가 어려

운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공공부문이나 기업 등 일부 사업체들을 제외하는 경우 련 제도의 

사용가능성에 한 검이 우선 으로 필요해보인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나 회식문화는 일-가정 양

립을 어렵게 하는 고질 인 직장 문화로 련 제도의 실질 인 정착

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205). 무엇보다도 실제 제도사용과 사

용 후 복귀과정에서 상사  동료의 이해와 지원이 요하지만 아직

까지 련한 사회  공감  형성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한 여러 제도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여성

에 비해 훨씬 커206) 가정 역에서 한 역할수행을 어렵게 한다.

향후 맞벌이 가정에 한 출산 응정책의 방향은 실제 제도운  

가능성을 확 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

히, 일·가정 양립정책의 사용에 있어 실제 기업  체 근로자의 공

감과 참여가 요하다는 에서 워킹맘 는 워킹 디들이 일하기 좋

은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것이 일과 삶의 양립을 지향함으로

써 무자녀 가정이나 미혼자 혹은 장년층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제도 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운 은 기업 차원에서 

단기  손실과 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 가능성

을 높이기 해 출산 응정책의 개발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이 참여

하여 실  가능한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실 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5) 직장문화에 하여 향후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는 재 COVID-19의 확산 이

후 증가한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향후 일-가정 양립  일-삶 양립 는 결혼  출

산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p.257참고).

206) 이는, 가정 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한 사회  규범이 있는 반면 일 역에서 남

성의 역할에 한 사회  규범이 작용하는 로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등 련 제도의 사용빈도(가능성)가 여성에 비해 훨씬 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직

장 내 불이익 역시 상 으로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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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한계  후속연구 필요성

연구의 이론 ·정책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 , 연구 상에 한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만

의 책임이거나 홀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며 부부를 포함한 가족 

체가 의사결정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응정책이 여성만을 

상으로 삼는 정책으로 머물러 왔다는 비 ( : 신경아, 2010)을 고

려할 때, 본 연구가 연구 상을 다시 청년세  여성에 한정하고 있

는 것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여 히 ‘여성’의 문제로 환원하려 한다는 

우려를 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다.207)

그러나 본 연구는 출산과 련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한편 여성

의 선택권이나 구체  행태에 한 논의는 었다거나(배은경, 2010) 

지 까지 련 이론 ·정책  논의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극 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신경아, 2010) 최근의 문제의식을 해결·보완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선택에 심을 가졌다는 에서 이러

한 우려와는 구별되며 연구의 목 과 의도 역시 다르다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1) 결혼과 출산의 1차  주체라는 과 2) 기

존 출산 응정책이나 련 논의들이 여성 삶의 다양성과 욕구

(needs)에 한 이해가 부족하 다는 문제의식을 기인하여 연구 상

을 여성으로 하 으나, 향후 후속연구로서 결혼과 출산 결정의  다

른 주요 행 자인 남편 혹은 가족 단 를 상으로 한 논의가 진행된

다면 결혼과 출산 등 가족계획에 한 보다 구체 이고 상세한 제언

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연구모형에 한 논의이다. 본 연구는 통합모델을 제시하

여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요인들을 종합 인 으로 근하고자 

207) 유사한 맥락에서,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함에 있어 과거와 재의 청년세

 혹은 여성을 정형화·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데에서 오는 오류 역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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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통합모델의 제시는 모델의 명료성  비교·분석의 용이성 측

면에서 강 이 있으며 실제 경험  분석을 실시하 을 때 여러 이론

·정책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다. 그러나 통

합모델의 용은 기본 으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지 

않을 것을 제로 한다는 에서 련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제 3장 제 3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논의

와 같은 장 제 4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에 한 논의를 

구분하 고 이론 ·경험  선행연구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별도의 가

설을 도출하 다. , 실제 분석에 있어서도 결과변수에 따른 차별성

을 고려하기 해, 가정 내 지원이나 정부 지원 요인과 같이 미혼여

성의 결혼의향결정에 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은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근방식은 결혼과 출산을 별개 개

념으로 보고 논의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모델의 일  용은 결혼 문제를 출산(출

생)의 문제와 구분되는 개별논의로 진행하지 않았던 기존 선행연구들

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 다는 에서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유사한 궁 증을 가지고 부가조사(부록 1.)를 통해 미혼

여성의 출산의향에 해서도 살펴본 바 있다. 부가조사 결과는 결혼

과 출산 결정요인의 계에 한 실마리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상이 아니며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 다는 에서 역시 

아쉬움이 존재한다. 

련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출산계획(혹은 의향)과 이행 간 계

에 한 논의들과 같이( : 우해 ·장인수, 2019) 향후 결혼의향과 출

산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한 심층 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

가 제시한 통합모형과 같이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기본

인 요인들이 공통 인지 혹은 그 지 않은지에 한 보다 상세한 논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들 계에 한 논의

는 결혼 문제를 출생 상을 설명하기 해 생된 이슈를 넘어서 

개별 이고 독립 인 논의 주제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토 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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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에서 학문 ·정책  시사 이 있다.

마지막으로, 2차 자료 사용으로 인한 한계의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 기본 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자료와 

기 지방자치단체 단 의 산  보육인 라 자료를 활용하 다. 본 

연구가 개인 수 의 총체  논의를 주된 목 으로 하기 때문에 표

성 있는 표본을 상으로 한 개인 수 의 자료 활용은 필요 이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패 의 경우 국의 여성을 상으로 본 연구

가 주된 심을 가지는 결혼·출산 문제에 한 상세한 문항을 포함하

고 있다는 과 종단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에서 강 을 가진다. 

더불어 개개인의 거주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 의 하드데이터 자

료들을 매칭하고 하나의 자료로 통합함으로써 자료의 원천을 하나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역시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자료를 사용하는 데 따라서 문항으로 인한 한계 역시 

없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구체 인 분석에 있어 여성의 생애단계(결혼 

·후),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자녀수에 한 구분을 실시하여 여성 

삶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결혼·출산 결정요인의 향력 차이에 해 

살펴보았다는 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상의 상세한 구분

에 따라 표본 수가 어져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제시한 수  이상의 

상세한 논의나 더 많은 가능한 변수들을 규명하기는 어려웠다는 에

서 아쉬움이 있다. 이 외에 조직 지원  실제 육아휴직 사용 경험의 

경우 제도의 인지와 더불어 추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 고 이에 부가조사(부록 2.)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

으나 이 역시 한정된 수 의 논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차 자료를 사용한 양  연구로서 지닌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 , 인

터뷰나 질  연구의 수행을 통해 본 연구에서 상이한 그룹  특성을 

보인 특정 연구 상( : 0자녀, 1자녀)에 한 논의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수에 따른 차이에 한 보다 구체 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생애 단계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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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단연구의 시행을 통해 실제 개개인 수 에서 결혼이나 출

산의향이 이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해 찰·설명할 수 있다면 

본 연구가 단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명한 출산의향과 이행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못한 결혼의향과 이행의 계에 한 구체 인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 의 정부 지원 변수에 

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병합하여 하

나의 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과를 다른 개인 요인들과 

총체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지방자치단체 수 의 자료를 사용하

는 경우 다층분석(HLM)의 실시가 할 수 있으나 앞서(p.132) 언

한 바와 같이 집단 내 상 계수(ICC) 산출 결과 다층분석방법의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 으로 실시하지 않았고 련

하여 분석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단순히 본 연구가 어떠한 분석방법을 사용하 는지

에 한 통계 인 근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보다 상세하게는, 출생 

문제에 있어 아직까지 기 지방자치단체의 집단 간 지원(정부 지원) 

차이에 의한 설명력이 매우 음208)을 의미한다는 에서 논의의 의

미가 있다. 즉, 낮은 ICC는 아직까지 기 지방자치단체 수 의 정부 

지원 차이가 여성의 출산의향  이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 지원의 차이가 상되며( : 출산장려 ) 재정 규모나 정책 방향

을 고려할 때 향후 기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출산 응정책의 

비 이 확 될 것을 고려한다면(참고: 보건복지부, 2018; 2019: 65; 

한민국정부, 2015: 35) 향후에는 기 자치단체에 따른 정부 지원의 

향력이 본 연구의 수 보다 높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

단체 수 의 정부 지원과 다른 여러 결혼·출산 요인들에 한 총체

인 논의를 지속 으로 진행하면서 향후 다층분석을 실시하여 그룹 간 

차이에 해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출산 응정

208) ICC값은 총 분산  조직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로 ICC값이 0이라면 종

속변수의 설명에 있어 조직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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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개발과 발 , 그리고 그 효과에 한 학문 ·정책  시사 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과

도한 근무시간과 업무 유연성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선행연구의 논

의가 존재한다. 실제 손지 (2020)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바 있다. 련하여 2019년 4

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근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유연근무  재택근무 확산·정착이 실제 청년세 의 결혼과 출

산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가 제시된다면 이론 ·정책

 에서 큰 함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경우, 가정 

역에 비되는 삶의 역으로 일 역에 해 논의하고 일 련 요

인을 분석에 포함하 으나 후속연구에서 일 역209) 외에 여가를 포

함한 삶의 역에 해 포 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통합모델의 가

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모델의 발 과 확산 측면에 기여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209) 본 연구의 경우 경제활동상태  자녀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나 향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직장 내 상

사  동료지원 정도 는 기혼 취업 여성의 육아휴직사용과 경력개발의 계 등 더 

자세한 집단에 한 심층 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련 문제에 한 깊은 이해와 실용

인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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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미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논의(부가조사)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연구와 더불어 미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해 살펴보는 것 역시 흥미로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차 자

료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2008년 여성가족패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출

산의향을 조사한 바 있어 부가조사로 포함하 다210). 미혼 여성의 출

산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요인과 어떠한 공통

 혹은 차이 을 가지는지에 해 살펴보기 하여 2008년도 조사를 

활용하여 미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해 살펴본 결과는 [표 A-1]과 같

다211). [model A-1]은 인구·경제학  요인을 포함하 으며 [model 

A-2]는 여기에 가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 다.

분석 결과, 인구·경제학  요인에 하여, 가구소득의 경우 출산의

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에서 결혼의향에 한 결과

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한 결과 역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나(p<.001) 결혼의향에 한 논의 결과와 같았다. 다만, 

교육수 의 경우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 다는 에

서 교육수 이 일 으로 결혼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가족 가치  요인의 경우 결혼의향에 한 연구결과와 상이 이 두

210) 3차년도(2010년) 조사부터는 미혼여성을 상으로 출산의향에 해 묻지 않고 있다.

211) 분석을 해 출산의향(0/1)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 으며 

모든 분석 시 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강건한 표 오차를 사용하 다. 견고한 표

오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 모형들의 LR chi2 값 모두 p<.001 수 에서 유의하다. 

구체 인 변수의 측정은 ‘[표 4-4] 사용문항  변수의 측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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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진다. 결혼의향에 한 논의에서는 성 역할 가치 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표 A-1]에서는 결혼 가치 과 

성 역할 가치  모두 미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 으로, 결혼에 한 규범  가치 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p<.001) 그리고 성 평등 인 가치 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p<.05) 각각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성 역할 가치 의 경향성은 기존의 이론  논의와 다소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

보는 것이 이상 인가’라는 질문에 해 동의하지 않을수록, 즉, 성별

에 따른 역할에 해 평등 인 가치 을 가질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혼 가치 과 달리 성 역

할 규범에 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치 을 가진 미혼 여성들이 오

히려 출산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생각건 , 일반 으로 가사와 육아 등 통 인 성 규범 체계 하에

서 결혼 후 여성에게 기 되는 역할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과, 

실제 이러한 결혼 후 이 분담 문제가 미혼여성의 가장 큰 결혼회피 

요인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역할이 수행될 것을 

기 하는 성 평등  가치 은 미혼 여성의 출산의향에 정 인 향

을  수 있을 것이다.212) 가족 가치 의 향력과 방향성에 한 논

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제 2 )에서 구체 으로 논의한 바 있다.

결과 으로, 미혼여성의 출산의향 결정에 해 부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활동상태를 제외한 인구·경제학  요인(가구소득과 교육수

)은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은 반면, 가족 가치  요인의 경우 

두 개 요인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나이의 경우 결혼의향에 해서는 유

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출산의향에서의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향을 보이고 있어 결혼과 달리 출산의향의 결정에 있어서는 

212) 김은정(2018) 역시 결혼이 여성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향이 높을 수 있음을 이유로 성 평등  가치 과 결혼의향 

간 정(+)의 계를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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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213) 

미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결과는 결혼·출산 논의에 있어 개인 

가치 의 요성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결혼·출산 결

정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가지는 의미에 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할 것이다. 다만, [표 A-1]의 결과는 단년도 자

료를 활용한 부가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해서는 앞으

로 더 많은 경험  연구를 통한 증명이 요구된다.

213) 이는 본문에서 인용한 심층 인터뷰들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

(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A-1 model A-2

D D+V

V

결혼가치
0.390***

(0.089)

성역할가치
0.335*

(0.137)

D

가구소득(ln)
0.126 0.113

(0.130) (0.128)

경제활동상태
0.625*** 0.599***

(0.115) (0.110)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107 0.087

(0.163) (0.174)

   학원 이상
0.708 0.719

(0.478) (0.523)

나이
-0.069*** -0.057***

(0.011) (0.012)

건강상태
0.172 0.159

(0.161) (0.142)

Constant
-0.451 -2.443*

(0.896) (1.001)

Log likelihood -678.6751 -667.3772

Wald chi2 133.72*** 231.19***

Pseudo R2 0.0385 0.0545

Observations 1,020 1,020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A-1]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미혼_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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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의 출산의향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A-2]와 같다. [model A-3]은 실업·비경제활동 집단을 상으로 

하 으며 [model A-4]와 [model A-5]는 취업집단을 상으로 하

다. [model A-5]는 일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을 포함한 모형이다.

먼 , 인구·경제학  요인  가구소득은 취업자 그룹에 해 10% 

유의수 에서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model A-3]에서는 교육수 이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취업자를 상으로 한 모형에서

는 고졸 이하 그룹에 비해 학원 이상인 그룹이 출산의향이 있을 확

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1). 미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자의 경

우 출산 의사결정에 있어 인구·경제학  요인이 유의하게 작용한다는 

은 인상 이다.

한편, 결혼 가치  요인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뿐 아니라 출산의향

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와 계

없이 결혼에 한 규범 인 가치 을 가지고 있을수록 출산의향이 있

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성 역할 가치 의 경우는 미취업자

를 상으로 한 경우 10% 유의수 에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부가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은 취업자를 상으로 분석된 일

(work) 요인과 조직 지원 요인 모두 미혼자의 출산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는 것이다. 먼 , [model A-5]의 결과를 보

았을 때 일 반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출산의향에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결혼의향에 한 본 분석에서 

일 만족도가 유의미한 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상이하다. 

일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미혼자의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은 일에 한 몰입이 강하고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개 역  

일에 한 선호와 만족이 큰 경우 결혼과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

게 된다는 기존의 논의들( : 은기수, 2004; 김혜 ·선보 , 2011;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0)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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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건성 증명이 필요하겠으나 [표 A-2]의 연구결과는 일 역과 가

정 역이 교환  계(trade off)에 있음을 제로 하는 기존 논의들

과 달리( : 은기수, 2004), 미혼 여성의 일에 한 만족감이 개인의 

심리  안정이나 효용감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며 일·가

정 정 인 이(positive spillover)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 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 만족도의 향력 

역시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논의를 통해 언 한 바 있다.

조직 지원 요인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에 한 인식이 미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이는 결혼

의향에 한 본 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앞서 언 하 듯, 본 연

구의 규정하고 있는 조직 지원의 의미가 ‘육아제도에 한 인지 정도’

로 측정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조직의 육아지원제도가 미혼여성

의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에 향을 다는 은 취업 여성의 결혼·출

산의 결정에 있어서 조직 역에서의 생활과 사회  지원의 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다. 실제 미혼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해소를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응답하 다는 (각주 197 

참고) 역시 이러한 결과와 상응한다.

미혼여성을 상으로 출산의향의 결정요인에 해 살펴본 결과, 미

혼여성의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에 한 분석 결과는 유사한 이 많았

으나 성 역할 가치 이나 일 만족도와 같은 부분에서 추가 인 향

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가조사의 결과와 해석에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

는 요인이 다른지에 한 논의는 제 2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한 

논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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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A-3 model A-4 model A-5

실업/비경제 취업 취업+W+OS

V

결혼가치
0.403*** 0.363** 0.354**

(0.125) (0.121) (0.124)

성역할가치
0.393+ 0.276 0.262

(0.207) (0.171) (0.171)

W 일 만족도
0.223*

(0.112)

OS 조직 지원
0.186+

(0.112)

D

가구소득(ln)
0.050 0.274+ 0.261+

(0.128) (0.150) (0.147)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0.104 -0.021 -0.067

(0.286) (0.205) (0.213)

   학원 이상
- 1.135+ 1.128+

- (0.590) (0.609)

나이
-0.022 -0.078*** -0.083***

(0.026) (0.016) (0.017)

건강상태
0.255 0.105 0.054

(0.170) (0.164) (0.164)

Constant
-3.341* -2.069 -2.822

(1.476) (1.716) (1.872)

Log likelihood -292.5943 -369.8258 -367.1145

Wald chi2  17.56**  183.34*** 208.00***

Pseudo R2 0.0400 0.0629 0.0698

Observations 447 570 570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A-2]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미혼_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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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 자녀 가정 육아휴직사용경험(부가조사 2)

추가 출산의향에 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본 연구는 한 자녀 

가정의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으로 부가조사를 진행하 다. 모

형에서는 조직 지원 요인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추가 으

로 고려하 다. 이때 육아휴직 사용 경험은 “지난 조사 이후 __님께

서는 육아휴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214) 본 연구의 일반 인 논의에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된 

모형에서 배제하 으나 실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경험은 인지 정

도와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가조사로 진행하 다215). 

육아휴직 사용 경험은 (1)와 아니오(0)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표 A-3]을 보면, 인구·경제학  요인  가구소득과 교육수  모두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높

을수록 출산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았고(p<.05) 교육수 은 높을수록 

출산의향과 정 인 계를 보 다. 이  가구소득의 효과는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하 던 결과와 유사하나 한 자녀 가정을 상으

로 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이다. , 가족 가치 에 한 

두 개 변수는 모두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계를 보 다. 결혼에 한 

규범  가치 을 가지는 경우(p<.05) 그리고 성 역할에 평등 인 가

치 을 가지는 경우(p<.05) 각각 출산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

났으며 이 역시 앞선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일에 한 

반 인 만족도는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가조사의 결과가 무엇보다 흥미로운 은 조직 지원에 한 변수

들 때문일 것이다. [model A-7]을 보면 사회  지원 요인  가정 내 

214) 육아휴직 사용 경험 문항에 응답가능한 상은 지난 조사 이후 임 근로자로 일한 

 있고 최근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정된다. 이에 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다른 분석에 제도사용 경험을 포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15) 제도의 존재보다 제도의 사용가능성에 한 구성원의 인지와 평가가 더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양정선, 2015) 제도사용 여부는 제도의 실제 수요

자를 상으로 이용 가능성과 그 효과에 해 알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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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한 자녀 가정 여성의 출산의향 결정요인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보이지 못하는 한편, 조직 지원 요인들은 모두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휴직으로 

표되는 일·가정 양립제도에 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과거 

출산 시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10% 수 이지만,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모형  유일하

게 거주 지역의 보육 인 라216) 수 이 추가 출산의향이 있을 가능성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이는 출산 후 경제활동을 하는 한 

자녀 가정 여성의 경우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 보육 시설 

근성이나 용이성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부가조사 

결과는 상 으로 은 수의 표본을 사용하고 있어 해설에 유의가 

필요하나, 보육 인 라의 이러한 효과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실제 

출산 시 경험이나 어려움이 반 되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217)

조직의 제도  지원은 실질 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본연

의 취지를 실 할 수 있으며 효과 역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나(오민

지·김태희, 2018) 일·가정 양립제도에 한 기존 경험 연구들은 조사

에 따른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제 제도사용 경험을 논의에 포함하기 어

려웠고 제도에 한 인식이나 만족도 혹은 제도 도입 여부를 리변

수로 활용해온 경향이 있다. , 일·가정 양립제도는 인사 리 측면에

서 행정학에서 논의되어왔으나 가치 이나 가정 내 지원 등 삶의 여

러 역에 걸쳐 작용하는 요인들과 함께 논의되어오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출산의향에 향을  수 있는 

다른 변수들과 함께 실제 사용 경험의 향력을 살펴본 본 부가조사

의 연구결과의 이론 ·정책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16) 보육인 라 변수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로 측정하 다.

217) 연구 설계 특성과 2차 자료 사용에 따른 한계로 논의에 포함하지 못하 으나, 본 

연구의 추가 분석결과는 경제활동을 하는 유자녀 여성(소  워킹맘)의 추가 출산의향

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 유무나 상사·동료 지원과 같은 조직 내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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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A-6 model A-7

V V+W

V

결혼가치 0.615** 0.643*

(0.213) (0.262)

성역할가치 0.238 0.537*

(0.195) (0.273)

W 일 만족도 0.292 -0.020

(0.226) (0.289)

OS

조직 지원 0.642* 0.863*

(0.251) (0.364)

육아휴직사용경험 1.401**

(0.454)

HS

남편가사분담 -0.006 -0.041

(0.176) (0.193)

남편외가사도움 0.442 0.212

(0.373) (0.463)

PS

산(%) -1.107 -1.781

(2.389) (3.080)

보육인 라 0.062 0.100+

(0.046) (0.054)

D

가구소득(ln) -0.465 -0.987*

(0.330) (0.477)
교육수 (reference: 고졸 이하)

   문 / 졸 1.228** 1.418*

(0.443) (0.553)

   학원 이상 2.267** 3.015***

(0.775) (0.919)

나이 -0.381*** -0.279***

(0.057) (0.061)

건강상태 0.050 0.483+

(0.229) (0.269)

Constant 8.449* 6.234

(3.442) (3.807)
Log likelihood -280.3102 -138.066
Wald chi2 65.82*** 42.43***

Observations 960 471

Number of iid 472 3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A-3]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육아휴직사용경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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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결혼 가치 별 분석결과(부가조사 3)

결혼 가치 을 심으로 그룹을 구분하여218)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과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해 부가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A-4]  [표 A-5]와 같다. 결혼 가치 의 경우 결혼에 한 필요

 가치 이 낮은 경우(Low)와 높은 경우(High)로 응답자를 구분하

고 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표 A-4]는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한 추가 인 논의이다. 

[model A-9]와 [model A-11]을 비교해 보면, 미혼 여성의 결혼 필요

 가치 에 따라 주요변수들의 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들을 기 으로 볼 때, 미혼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p<.001)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은 결혼 가치 과 상

없이 공통 이지만 교육수 의 경우 결혼 필요  가치 이 낮은 그

룹에서만 정 인 향을 보 다. 다른 가치  요인인 성 역할 가치

은 그룹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보 다. 결혼이 필요 이지 않다

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성 역할에 평등 인 가치 은 결혼의향에 부정

인 향을 주는 반면 결혼이 필요  가치 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

려 결혼의향과 정 인 계를 보인 것이다. 이는, 성 역할에 한 

유사한 가치 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혼 필요성에 한 생각에 따라 

실제 결혼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 외에도,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결혼가치 이 낮은 그룹에서는 나

이가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결혼이 필요

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결혼제도 

필요성에 한 개인의 가치 에 따라 결혼에 한 통  연령규범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 으로,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218) 본 부가조사는 특히 결혼 가치 이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사결정에 일 으로 요

한 향을 주었던 본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4  척도로 

측정된 결혼가치 을 높음(3,4 )과 낮음(1,2 )으로 다시 코딩하여 활용하 다. 분석

은 패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 으며 모든 모형에 견고한 표 오차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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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혼 가치 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결혼의 필요성에 해 동의하는 

미혼여성들의 경우, 상 으로 결혼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결정요

인들에 해 정 인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미혼여성을 상으로 한 본 부가조사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이 결혼 

가치 과 상 없이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데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에서 본 분석의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며 련 

시사 을 제공한다. 

(종속변수: 결혼의향)

model A-8 model A-9 model A-10 model A-11

결혼가치 Low Low High High

V 성역할가치
-0.151* 0.234**

(0.076) (0.088)

D

가구소득(ln)
-0.008 0.003 -0.058 -0.069

(0.084) (0.084) (0.109) (0.110)

경제활동상태
0.760*** 0.758*** 0.732*** 0.741***

(0.129) (0.129) (0.162) (0.161)

교육수

   문 / 졸
0.770*** 0.783*** 0.123 0.108

(0.131) (0.131) (0.166) (0.166)

   학원 이상
0.827* 0.855* 0.915 0.876

(0.355) (0.358) (0.692) (0.687)

나이
-0.042*** -0.044*** 0.067** 0.068***

(0.010) (0.011) (0.021) (0.021)

건강상태
0.186* 0.192* 0.350*** 0.336***

(0.081) (0.081) (0.100) (0.099)

Constant
-0.436 -0.087 -1.680 -2.158+

(0.856) (0.877) (1.104) (1.106)

Log likelihood -1855.7367 -1853.6247 -1229.168 -1225.4739

Wald chi2  109.75***  112.93*** 85.82*** 91.79***

Observations 2,909 2,909 2,293 2,293

Number of iid 1,600 1,600 1,379 1,379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A-4] 패  로지스틱 분석 결과(가족 가치 _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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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결혼가치 에 따라 구분하여 살

펴본 것이다. 결혼 필요  가치 의 정도에 따라 상을 구분하고 차

별 으로 분석한 결과는 [model A-13]과 [model A-15]의 비교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결혼에 해 필요  가치 이 낮은 그룹의 경우, 인구·

경제학  요인인 교육수 과 가정 내 지원 요인인 남편가사분담에 

한 만족도가 출산의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주요 변수들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

나 결혼에 해 필요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육수 이나 남

편가사분담에 한 만족도 이외에도 성 역할 가치  요인(p<.1)과 남

편 외 가사도움(p<.001), 정부 산 지원(p<.01)과 같은 사회  지원 

요인들이 추가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성 역할 가치 의 경우 평등 인 가치 을 가질수록 10% 유의

수 에서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더불어, 남편가사

분담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 외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

우, 그리고 거주하는 기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비 련 산의 비

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 필요성에 한 개인 가치 에 따라 특히 

사회  지원 요인들의 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컨  결혼에 한 규범 인 가치 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편지원 

외에도 남편 외 가사도움이나 정부지원이 출산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결혼 가치 이 낮은 경우에는 교육수 을 제외하면 남

편의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 외에는 출산의사결정에 정 인 자원

으로 인식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혼여성을 상으로 한 

[표 A-4]에서 결혼 가치 에 따라 성 평등  가치 이나 나이의 향

력이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과 다르지 않다.

부가조사결과, 오늘날, 개인의 가족이나 결혼제도에 한 가치 은 

실제 여성의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한, 결혼의 필요성에 해 회의 인 가치 을 가진 경우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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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의 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비 으로 나타났다는 은, 

향후 결혼과 출산에 한 통  가치  약화가 더 진행될수록 련 

정책의 개발이나 결혼출산의사결정 요인들에 한 학문  고민 역시 

심화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종속변수: 출산의향)

model A-12 model A-13 model A-14 model A-15

결혼가치 Low Low High High

V 성역할가치
0.078 0.172+

(0.139) (0.088)

HS

남편가사분담
0.257* 0.257* 0.444*** 0.439***

(0.120) (0.119) (0.089) (0.089)

남편외가사도움
-0.597 -0.598 0.505* 0.507*

(0.437) (0.435) (0.255) (0.254)

PS

산(%)
1.379 1.356 3.685** 3.696**

(1.911) (1.914) (1.256) (1.253)

보육인 라
-0.019 -0.020 0.007 0.006

(0.033) (0.033) (0.024) (0.023)

D

가구소득(ln)
-0.320 -0.329 -0.486** -0.491**

(0.241) (0.240) (0.160) (0.160)

경제활동상태
-0.001 -0.015 0.028 -0.020

(0.243) (0.243) (0.154) (0.156)

교육수

   문 / 졸
1.153*** 1.144*** 0.642*** 0.627***

(0.286) (0.284) (0.183) (0.183)

   학원 이상
1.778* 1.756** 2.231*** 2.212***

(0.753) (0.750) (0.432) (0.427)

나이
-0.445*** -0.444*** -0.467*** -0.466***

(0.048) (0.047) (0.034) (0.033)

건강상태
-0.172 -0.171 0.041 0.0422

(0.166) (0.166) (0.097) (0.097)

Constant
13.70*** 13.52*** 15.08*** 14.73***

(2.368) (2.365) (1.591) (1.596)

Log likelihood -834.1448 -833.9968 -1477.3928 -1475.6719

Wald chi2 99.14*** 100.93*** 229.77*** 230.02***

Observations 5,132 5,132 7,639 7,639

Number of iid 2,797 2,797 3,617 3,617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p<0.01 * p<0.05 +p<0.1

[표 A-5] 패  로지스턱 분석 결과(가족 가치 _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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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부가자료

조사연도
결혼가치 성역할가치

Mean S.E. Mean S.E..

2008 2.406 0.024 2.772 0.023

2010 2.474 0.024 2.708 0.022

2012 2.491 0.025 2.727 0.023

2014 2.423 0.025 2.807 0.023

2016 2.305 0.021 2.945 0.021

*결혼가치 : 평균값이 클수록 결혼 필요  가치 을 가짐(4  척도)

*성역할가치 : 평균값이 클수록 성 평등  가치 을 가짐(4  척도)

[표 A-6] 미혼여성의 가족 가치 (조사연도 기 )

[그림 A-1] 미혼여성 연령 별 결혼의향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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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도
결혼가치 성역할가치

Mean S.E. Mean S.E..

2010 2.663 0.012 2.428 0.012

2012 2.693 0.014 2.458 0.013

2014 2.720 0.014 2.489 0.014

2016 2.604 0.014 2.592 0.014

*결혼가치 : 평균값이 클수록 결혼 필요  가치 을 가짐(4  척도)

*성역할가치 : 평균값이 클수록 성 평등  가치 을 가짐(4  척도)

[표 A-7] 기혼여성의 가족 가치 (조사연도 기 )

[그림 A-2] 기혼여성 연령 별 출산의향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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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만원)
obs

Mean S.E.

무자녀 가정 4092.06 2538.24 642

한자녀 가정 4473.69 2536.45 2,434

두자녀 가정 4961.23 2649.24 8,356

다자녀 가정 4751.64 2560.16 2,297

체 4799.09 2620.56 13,729

참고: 다자녀 가정은 세 자녀 이상을 의미함

[표 A-8] 응답자 가구소득 평균(자녀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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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기 통계분석 결과(출산이행)

1) 2010년도

변수
미취업 취업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DV 출산이행 0.07 0.26 0 1 0.04 0.21 0 1

V
결혼가치 2.67 0.77 1 4 2.69 0.77 1 4

성역할가치 2.37 0.73 1 4 2.54 0.77 1 4

W 일만족도 - - - - 3.28 0.71 1 5

OS 육아휴직인지 - - - - 3.17 0.63 1 4

HS 남편가사분담 3.06 0.96 1 5 3.13 0.96 1 5

PS
산 0.10 0.05 0.002 0.236 0.10 0.05 0.002 0.236

보육인 라 13.75 3.26 5.4 25.1 13.73 3.46 5 25.1

D

가구소득(ln) 8.19 0.45 5.01 10.09 8.32 0.48 5.52 9.93

교육수 1.51 0.53 1 3 1.47 0.55 1 3

나이 37.03 4.67 20 45 38.55 4.50 23 45

건강상태 3.86 0.69 1 5 3.89 0.63 1 5

C 과거 출산이행 0.13 0.33 0 1 0.05 0.22 0 1

Obs 1,610-1,636 1,246-1,265

2) 2012년도

DV 출산이행 0.04 0.19 0 1 0.02 0.15 0 1

V
결혼가치 2.73 0.80 1 4 2.66 0.82 1 4

성역할가치 2.37 0.77 1 4 2.58 0.78 1 4

W 일만족도 - - - - 3.29 0.71 1 5

OS 육아휴직인지 - - - - 3.23 0.65 1 4

HS 남편가사분담 3.09 0.99 1 5 3.17 0.96 1 5

PS
산 0.14 0.06 0.004 0.296 0.13 0.07 0.004 0.296

보육인 라 14.96 3.61 5.8 27.6 14.69 3.51 5.8 27.6

D

가구소득(ln) 8.29 0.49 4.61 9.94 8.41 0.49 3.00 10.15

교육수 1.52 0.54 1 3 1.52 0.55 1 3

나이 38.03 4.53 22 45 39.35 4.20 22 45

건강상태 3.76 0.72 1 5 3.76 0.68 1 5

C 과거 출산이행 0.13 0.33 0 1 0.04 0.20 0 1

Obs 1,214-1,230 1,135-1,147

2) 2014년도

DV 출산이행 0.07 0.26 0 1 0.03 0.18 0 1

V
결혼가치 2.74 0.78 1 4 2.76 0.78 1 4

성역할가치 2.38 0.77 1 4 2.60 0.79 1 4

W 일만족도 - - - - 3.38 0.65 1 5

OS 육아휴직인지 - - - - 3.28 0.62 1 4

HS 남편가사분담 3.15 0.89 1 5 3.25 0.88 1 5

PS
산 0.17 0.07 0.002 0.307 0.155 0.074 0.010 0.307

보육인 라 15.61 3.38 6.6 26 15.69 3.51 6.1 26

D

가구소득(ln) 8.36 0.44 5.70 9.62 8.52 0.47 5.52 11.16

교육수 1.56 0.54 1 3 1.56 0.55 1 3

나이 38.69 4.48 21 45 39.86 4.04 24 45

건강상태 3.83 0.70 1 5 3.83 0.66 2 5

C 과거 출산이행 0.11 0.31 0 1 0.05 0.22 0 1

Obs 1,007-1,021 1,079-1,092

[표 A-9] 주요변수의 기 통계분석(연도별_경제활동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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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상 계 분석 결과(출산이행)

1) 체(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63 1

3성역할가치 .002 -.126 1

4남편가사분담 .048 .149 .021 1

5 산 .006 -.006 -.050 .014 1

6보육인 라 .007 -.020 .006 .022 .160 1

7가구소득(ln) -.082 .063 .056 .090 .091 -.022 1

8경제활동상태 .059 .013 .112 .034 -.070 -.002 .133 1

9교육수 .071 .063 .022 .101 .119 .028 .234 -.035 1

10과거출산이행 .255 .037 .002 .079 -.013 .001 -.099 .135 .125 1

11나이 -.321 -.017 -.023 -.068 .008 -.016 .191 .162 -.142 -.379 1

12건강상태 .036 .020 .013 .084 .006 .044 .048 .023 .057 .015 -.098 1

2) 미취업(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69 1

3성역할가치 .005 -.139 1

4남편가사분담 .039 .150 .010 1

5 산 -.012 -.024 -.068 .029 1

6보육인 라 .008 -.010 -.015 .033 .149 1

7가구소득(ln) -.129 .050 -.014 .070 .139 .002 1

8교육수 .052 .050 -.019 .093 .100 .034 .209 1

9과거출산이행 .243 .062 -.010 .105 -.028 .020 -.120 .085 1

10나이 -.330 -.061 .011 -.063 .062 -.010 .259 -.075 -.377 1

11건강상태 .034 .060 .010 .083 -.040 .003 .044 .044 .034 -.084 1

3) 취업(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57 1

3성역할가치 .015 -.114 1

4일만족도 .050 .089 .124 1

5육아휴직인지 .057 -.016 .038 .220 1

6남편가사분담 .070 .147 .025 .211 .143 1

7 산 .021 .018 -.012 .006 -.031 .002 1

8보육인 라 .005 -.031 .031 -.043 .043 .009 .174 1

9가구소득(ln) .006 .078 .106 .317 .201 .106 .057 -.050 1

10교육수 .097 .080 .081 .233 .246 .113 .138 .020 .278 1

11과거출산이행 .275 -.002 .070 .059 .060 .050 -.013 -.036 -.019 .201 1

12나이 -.296 .037 -.109 -.095 -.124 -.090 -.034 -.023 .066 -.220 -.363 1

13건강상태 .045 -.038 .010 .123 .111 .084 .073 .100 .048 .077 -.017 -.130 1 

[표 A-10] 기혼여성 상 계 분석 결과(2010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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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11 1

3성역할가치 -.009 -.137 1

4남편가사분담 .036 .137 .022 1

5 산 .011 .019 .031 .058 1

6육아인 라 .009 .004 .025 -.003 .034 1

7가구소득(ln) -.060 .075 .043 .108 .098 -.036 1

8경제활동상태 .037 -.044 .131 .045 -.078 -.038 .127 1

9교육수 .074 .040 .076 .094 .119 .048 .235 -.007 1

10과거출산이행 .195 .058 -.019 .078 -.003 .013 -.069 .147 .081 1

11나이 -.242 -.030 -.022 -.112 .014 -.004 .144 .149 -.143 -.399 1

12건강상태 .020 .042 .018 .103 -.006 -.007 .097 .003 .084 .026 -.085 1

2) 미취업(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24 1

3성역할가치 -.017 -.152 1

4남편가사분담 .048 .120 .019 1

5 산 -.006 .038 .015 .056 1

6보육인 라 .003 -.001 .066 -.006 .014 1

7가구소득(ln) -.090 .084 -.017 .093 .149 -.025 1

8교육수 .055 .016 .057 .076 .115 .064 .192 1

9과거출산이행 .204 .061 -.030 .097 -.017 .038 -.117 .067 1

10나이 -.222 -.017 -.019 -.127 .087 .010 .219 -.100 -.435 1

11건강상태 .030 .039 .034 .127 -.006 -.020 .125 .115 .045 -.086 1

3) 취업(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53 1

3성역할가치 .013 -.112 1

4일만족도 .047 .089 .110 1

5육아휴직인지 .005 .107 .000 .183 1

6남편가사분담 .024 .160 .014 .115 .124 1

7 산 .026 -.008 .067 .002 -.127 .068 1

8보육인 라 .014 .005 -.008 -.006 -.010 .006 .050 1

9가구소득(ln) -.011 .078 .073 .318 .234 .115 .069 -.039 1

10교육수 .098 .064 .099 .213 .172 .114 .122 .031 .284 1

11과거출산이행 .168 .043 .051 .051 .062 .072 -.014 -.047 .059 .111 1

12나이 -.265 -.031 -.070 -.077 -.071 -.112 -.040 -.008 .024 -.194 -.313 1

13건강상태 .005 .044 .000 .092 .073 .075 -.006 .009 .067 .050 -.007 -.087 1

[표 A-11] 기혼여성 상 계 분석 결과(2012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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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79 1

3성역할가치 .012 -.125 1

4남편가사분담 .089 .126 .070 1

5 산 .018 .034 -.037 .049 1

6육아인 라 -.016 -.028 .006 .049 .082 1

7가구소득(ln) -.047 .052 .064 .087 .160 -.029 1

8경제활동상태 .080 .011 .142 .056 -.092 .013 .170 1

9교육수 .103 .057 .046 .093 .139 .017 .218 .004 1

10과거출산이행 .227 .052 .021 .103 .002 .003 -.048 .113 .102 1

11나이 -.341 -.062 -.019 -.134 .036 .012 .163 .136 -.135 -.390 1

12건강상태 .034 .121 .019 .099 .037 .102 .054 .004 .038 .050 -.098 1

2) 미취업(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83 1

3성역할가치 -.006 -.156 1

4남편가사분담 .118 .092 -.021 1

5 산 -.009 .045 -.073 .067 1

6보육인 라 -.034 -.030 .012 .061 .069 1

7가구소득(ln) -.077 .058 -.019 .057 .224 -.015 1

8교육수 .097 .058 .044 .122 .127 .041 .180 1

9과거출산이행 .263 .050 -.032 .124 -.015 .012 -.090 .106 1

10나이 -.356 -.070 .001 -.132 .096 -.007 .213 -.117 -.424 1

11건강상태 .014 .138 -.013 .091 .018 .139 .057 .041 .088 -.125 1

3) 취업(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출산이행 1

2결혼가치 .079 1

3성역할가치 .064 -.103 1

4일만족도 .081 .146 .110 1

5육아휴직인지 .036 .050 .037 .194 1

6남편가사분담 .066 .156 .139 .194 .093 1

7 산 .033 .027 .017 .041 -.141 .044 1

8보육인 라 .009 -.026 -.002 -.035 -.035 .036 .095 1

9가구소득(ln) .018 .045 .091 .208 .186 .099 .143 -.046 1

10교육수 .115 .055 .048 .239 .186 .065 .151 -.004 .257 1

11과거출산이행 .147 .061 .132 .114 .150 .098 -.002 -.006 .047 .105 1

12나이 -.308 -.059 -.081 -.109 -.084 -.154 .006 .027 .073 -.157 -.329 1

13건강상태 .064 .105 .048 .127 .039 .107 .055 .066 .053 .036 .000 -.070 1

[표 A-13] 기혼여성 상 계 분석 결과(2014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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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women's marriage and childbirth decisions. By suggesting “an 

integrated model on marriage and childbirth”, the study stresses 

the need to rethink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New Home 

Economics Theory”. Further, it pays attention to individual needs, 

values, and diverse lifestyles as imperative factors to consider in 

dealing with low birth rates.

This study is novel in that it discusses following the three 

aspects. First, it points out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as a result 

of the individual-level decision-making process rather than the 

national level. Existing studies mostly tend to develop generalizable 

theories to explain low birth rates or low fertility rates at the 

macro-level. For example, these studies have compar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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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level indicators, such as the total fertility rate, population 

characteristics, or economic statistics. However, these comparative 

studies rarely discuss the diversity of life that can be observed at 

the individual level or on differences in needs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e gap in 

the existing macro-level studies by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marriage and childbirth for women in their twenties to forties 

living in South Korea. Thus, it concentrates on the fact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essentially result from individuals’ life 

choice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individual values, social norms, 

and cultural backgrounds that are often ignored in previous 

studie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se individual factors 

since there has been a paradigm shift in marriage and childbirth.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existing conventional 

wisdom or basic assumptions of the New Home Economics Theory 

are still valid in our society. This study builds an integrated model 

of marriage and childbirth by modifying the existing model; 

therefore, it expands our knowledge in understanding the low birth 

rate. In addition to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level, and work 

status, the integrated model includes family values, work 

satisfaction, and three dimensions of social support: in-home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nd governmental support.

Thir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n integrated model, this 

study sought to conduct a multidisciplinary study based on 

theories and variables from various disciplines. Further, it intend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irth decisions by utilizing various 

theories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psycholog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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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women's studies, and demography. It provides 

administr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by consider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importance of its support. 

The research data was constructed by merging three different 

source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of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budget data 

from the Economic Statistics yearbook, and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from Statistics Korea. A 

(panel)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results interestingly 

show that individual family values, work, family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nd government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omen's marriage intention, childbirth intention, and 

childbirth behavior. Among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especially, women’s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notably had a positive impact on marriage and 

childbirth decisions. In addition, the detailed analysis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outcome variables (marriage intention, childbirth 

intention, and the childbirth behavior) or the diversity in individual 

lives (e.g. work status, number of children).

The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support the robustness of “an 

integrated model on marriage and childbirth” sugges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values, the study could 

contribute to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 consumer-based policy. Future governmental 

policies intervening low birth rates should consider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each person in their design rather than 

raising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a better theoretical discussion 

and policy-making process, I hope that this study can provid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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