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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출생 현상의 심화와 결혼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난 20년간 미

혼자의 결혼의향과 다양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축적된 연구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통합하기 어려웠으며, 연구마다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

이 달라 연구결과를 비교하기에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계량

적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 연구의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결혼의

향 영향요인의 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먼저 개발하였

다. 대분류(중분류)로 포함된 영향요인은 (1) 인구학적 요인, (2)

개인 내적 요인(자아개념, 심리적 적응), (3) 관계적 요인(연애관계,

가족관계), (4) 경제적 요인(경제상황, 직업특성), (5) 전통적 가치

관 요인(전통적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6) 대안적 가치관 요인

(대안적 결혼관, 성역할태도), (7) 정책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200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양적 연구 중 포함 및 배제 준거에 따라 선정된

49건이며 전체 표본크기는 42,673명이었다. 메타분석을 통해 총

275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후, 동질성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영

향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이후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대분류별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분류별 효과

크기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통적 가치관 요인,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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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대안적 가치관 요인, 개인 내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분류별로 중분류, 소분류의 효과크기를 비교해보면 인구

학적 요인의 효과크기는 성별, 종교유무, 연령, 부모동거 여부, 교

육수준 순이었다. 개인 내적 요인의 효과크기는 긍정적 자아개념,

주관적 안녕감 순이었다. 관계적 요인의 효과크기는 연애관계, 가

족관계의 질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는

출산의향, 결혼관, 긍정적 자녀 가치, 전통적 가족 태도 순이었다.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는 성취지향성, 평등한 성역할태도,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효

과크기는 상용직 유무, 경제상황, 일 만족도, 직업유무 순이었다.

셋째,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의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

이 효과크기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본의 평균 연령은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표본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자료수집 시기는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전체 효과

크기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는데, 자료수집 시기가 최근일수록 대

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표본특성 중

직장인 여부도 경제적 요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유의한 관련이 있

었는데,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렇지 않은 연구보다 경

제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특성 및 시기

특성은 전체 효과크기 및 관계적 요인의 효과크기와는 유의한 관

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분류체계를 구성하

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메타분석을 통해 분류체계별로

평균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계량적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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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요인별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얼마나 결혼의향

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셋째, 표본특성과 시기특성을 분석하

여 분류체계별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특성에

따라 영향요인의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결혼의향, 메타분석, 저출생, 가족가치관, 결혼관

학 번 : 2020-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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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년간 국내에서는 미혼자의 결혼의향과 다양한 영향요인의 관계

를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결혼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태도

를 의미하는 결혼관과는 달리, 결혼의향은 실제 본인의 결혼에 대한 의

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여건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며, 결혼의향이 높으면 결

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조성호, 변수정, 2020; 최효미 외, 2016;

Raymo et al., 2021). 즉,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규범, 현실적인

상황과 결혼이행을 연결하는 지점이다(Dixon, 2009; Raymo et al., 2021).

국내에서 결혼의향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저출생 현상이 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3.48명이나 감소하였으며(김경수,

2021),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0). 저출생 현상의

원인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 지연 및 기피 경향이 지목되면서(임병인, 서

혜림, 2021) 결혼패턴의 변화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 특히, 제도적 결

혼의 울타리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특성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확대되었다(도미향, 2011).

혼인율의 저하는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추세를 반영한다(이상호

외, 2011). 일부 학자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는

태도의 확산, 가족중심적 태도의 약화로 결혼패턴이 변화했다고 설명한

다(이삼식, 2006; 전경숙, 정태연, 200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화

되었음에도 성역할 규범이 더디게 변화하면서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김은하 외, 2019).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고용 불안정성은 커졌으나, 결혼

및 자녀출산과 관련된 비용은 증가하면서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

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박기남, 2011; 안태현, 2010).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늘날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은 규범이 아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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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줄어들었고 결혼을 유보하는 태도

는 확산되고 있으며(이상림, 2019),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선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

다. 서구에서는 제도적 결혼이 줄고 비혼동거와 같은 대안적 파트너십이

확대되었으나(Cherlin, 2004), 국내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다(송효진 외, 2021). 이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규범이 강하게 작

용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이진경 외, 2020) 대안적 파트너십을 선택하

기보다는 제도적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결혼의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향요인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의향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경험의 축적으로

구성된다(김예리, 2009). 결혼의향의 변화 배경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고 보는 연구들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 전통적 가족가치관, 성역할

태도 등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검토하였다(오세비, 박성철, 2018; 임선영,

박주희, 2016). 결혼의향의 변화가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연구들은 교육수준, 경제 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특성 등을 살펴보았다(곽윤철, 2017; 조성호, 변수정, 2020). 개

인 내적 차원에서 개인의 자아상태와 심리적 적응을 결혼의향과 연결하

거나(김상윤, 2021; 김수경, 최승미, 2019), 관계적 측면에 집중하여 연애

및 가족관계와 결혼의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권소영 외, 2017; 원아름,

박정윤, 2016). 최근에는 정책적 측면과 결혼의향을 살펴보는 연구도 나

타났다(박주희, 2017; 황인자, 2021).

결혼의향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나, 연구마다 다양한 영향요인을 각기

다른 명칭으로 살펴보면서 영향요인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산

발적으로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변수별 영향력을 통

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연구가 표본크기의 제

약으로 한 연구 내에서 살펴보는 영향요인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층적인 영향요인을 동시에 살펴보고 여러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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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연구는 표본의 성별, 연령, 대학생 여부, 직장인 여부 등의

표본특성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연구별 편차가 크다(서진솔, 2021; 홍

은영, 2011). 또한,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연령효과와 시기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윤주, 2017)을 고려할 때, 결혼의향 영향요인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의향 연구는 매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어 시기별로 영향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시기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변수별 영향력을 통

합하고 비교, 분석하지 못하면서 여러 요인의 영향력이 표본특성이나 시

기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선행연구의 표

본특성과 시기특성의 차이는 연구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안

형식, 김현정, 2014) 각종 요인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연구의 특성이 영향

력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 메타분석을 사

용하면 학문적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설명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은 다수의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효과크

기(effect size)라는 공통의 단위로 통합하는 분석방법이다. 또한, 요인별

효과크기의 방향과 정도를 제시할 수 있어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으며,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진윤아, 2015).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가 감소하고

미혼자의 결혼의향이 줄어들면서 결혼패턴의 변화와 저출생 현상의 심화

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를 집대성하는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된 여러 요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계량적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

고, 선행연구의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이 효과크기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을 체계화

하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영향요인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의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집

대성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패턴의 변화 배경에 있는 결혼의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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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에 포함된 인구학적, 개인

내적, 관계적, 가치관, 경제적, 정책 요인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선행연구의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은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평균 효과크기와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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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결혼의향의 개념

의향은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국립국어원, 2021)

이다. 학자들은 의향이 행동 계획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행동을 예측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해왔다(Ajzen, 1991; Bratman, 1987). 의향을 살펴

보는 연구의 다수는 Aj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토대로 개인의 태도와 인식, 행동의향, 행동의 가능성이 연

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왔다. 손영곤과 이병관(2012)의 메타분

석 연구에서도 행동의향은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맥락에서 결혼의향과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도 확대되었다(김은

정, 2018; 박주희, 2016).

결혼의향은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년간 결혼의향 연구가 증가하면서 ‘결혼의사’, ‘결혼

인식’, ‘결혼생각’, ‘결혼태도’, ‘결혼의지’, ‘결혼이행 의향’, ‘결혼전망’, ‘결

혼자신감’, ‘비혼선택’, ‘비혼의향’, ‘독신성향’, ‘독신선택’ 등의 용어가 유사

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과 비혼을 연속선의 상반된

개념으로 보고 결혼의향을 중심으로 결혼과 결혼연기, 비혼을 함께 살펴

보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최효미 외, 2016). 또한, 결혼하지 않을 의향

을 비혼의향, 독신의향으로 보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김한곤, 2018; 유

계숙 외, 2019). 예를 들어, 유계숙 외(2019)는 독신선호를 측정할 때 ‘나

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0점)부터 나는 꼭 독신으로 살고 싶다(4점)’는

문항을 사용하고, 독신기대를 측정할 때에는 ‘내가 결혼할 거라는 것을

완벽히 예상한다(0점)부터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자로 살 거라

예상한다(4점)’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지만, 구체적인 연구주제 및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메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최대한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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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박원우, 신수영, 2005), 본 연구는 연구주제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응

답자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사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 연구를

모두 선행연구로 포함하였다. 다만, 개념적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용어인 ‘결혼의향’으로 통일하여 명명하고자 한다.

해외에서도 응답자의 결혼의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해외 연구에서는 ‘marital intention’, ‘marriage intentions’, ‘intention to

marry or not’, ‘intention to get married’, ‘expectation to marry’,

‘marriage expectation’, ‘desire to marry’, ‘plans to marry’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해외의 결혼의향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 혹은 미혼 청년의 전반적인 결혼의향

을 살펴보고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런 연구는 ‘intention’,

‘expectation’, ‘desire’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결혼의향 유무를 묻거

나, 의향 정도를 5점 또는 7점으로 측정하였다(Hagiwara, 2012; Khan,

2007; Mahay & Lewin, 2007; Peake & Harris, 2002; South, 1993). 두

번째는 동성애자의 결혼의향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들은 ‘intention’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의향을 측정할 때 유무를 묻거나(Shi et al.,

2020), 결혼 계획에 따라 생애비혼, 이성결혼, 동성결혼, 확실한 계획 없

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Wiik et al., 2009). 마지막으로 동거

(cohabitation)가 보편적인 서구에서는 동거하는 파트너와의 결혼의향을

살펴보는 연구도 적지 않다. 이들은 ‘intention’, ‘expectation’, ‘plan’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결혼의향을 동거 시작 시기, 현재 시점, 향후 15년

이내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Brown & Booth, 1996; Brown, 2000;

2004; Cho et al., 2018; Guzzo, 2009; King & Scott, 2005; Kuo &

Raley, 2016).

종합하면, 해외의 경우 결혼의향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와는 다른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

기 위해서는 개념과 측정의 유사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의향 연구만을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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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논의

본 절에서는 결혼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을 위하여 결혼의향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

고자 한다.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한 메타분석은 목표변수와 관련된 여러

영향요인의 결과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관련 요인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장덕호, 신인수, 2011;

Falconier & Jackson, 2020). 본 연구에서는 제 2의 인구변천 이론, 비혼

관련 담론, 신가족경제 이론을 중심으로 결혼의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제 2의 인구변천 이론

제 2의 인구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은 결혼

과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 변화에 집중한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 유럽

에서 나타난 결혼율과 출생률의 하락 원인이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개인

주의적 태도로의 변화에 있다고 본다. 이때, 제 2의 인구변천이란 인구대

체율 이하의 출산력 감소, 결혼의 대안 다양화, 결혼과 출산의 단절, 인

구구조의 고령화와 기존의 안정적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Lesthaeghe, 2010). 이 이론은 Inglehart(1997)의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

론(post-materialistic calues theory)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거시적인 문

화의 변화 배경에 개인주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있다고 본다.

즉, 탈물질주의적 사고로의 변화와 자아실현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가

확산하면서 혼인율의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비혼동거

및 혼외출산의 증가,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가 이루어졌

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혼 및 가족형성의 변화가 관념적 차원의 변화에

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형성의 변화를 경제적인 가치

로 해석하는 신가족경제적 관점의 반대 지점에 있다.

국내에서도 제2의 인구변천 이론의 관점에서 결혼의향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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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삼식 외(2005)는 결혼과 출산의 변화 양상이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근대화 과정에서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결혼과 자녀의 필

요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당위적 인식은 감소하고 있으며 유보적 태도는

증가하고 있다(이상림, 2019; 최효미 외, 2016). 특히,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는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최효미 외, 2016). 또한,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이 높다는 점도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이삼식,

2006; 진미정, 정혜은, 2010). 즉, 한국 사회의 결혼 및 가족형성의 변화

는 결혼과 관련된 당위적 태도와 전통적 규범의 변화를 반영하며, 이에

따라 개인들은 결혼 및 가족형성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판단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서구의 경우 개인주의와 결혼의 탈제도화가 결합하면서 동거와

혼외출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Cherlin, 2004), 국내의 경우에는 대안적

파트너십과 관련된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송효진 외, 2021; 이병

호, 2020). 또한, 혼전성관계와 혼전동거, 무자녀 가족에 대한 허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결혼과 무관한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허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최선영, 2020; 최효미 외, 2016). 대안적 파트너십

을 선택하기보다 제도적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한국의 결혼패턴 변화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증가

로만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제 2의 인구변천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적 논의를 고려할 때 결혼의향의 변화 배경에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세

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2의 인구변천 이론에 근거하여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개인주의

적 가치관을 각각의 대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때, 제도

적 결혼과 가족 형성을 중시하는 규범적 태도는 ‘전통적 가치관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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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고,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수용성은 ‘대안적 가치관 요인’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비혼 관련 담론

최근 국내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활발한 주제는 비혼이다.

서구의 비혼 추세는 제 2의 인구변천 관점에서 제도적 결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친밀성이 재구성된 결과이지만(Sharp & Ganong, 2007), 국내

의 경우 개인주의와 친밀성의 재구성만으로 비혼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박혜경,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의 비혼 담

론을 제 2의 인구변천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학자들은 서구의 개인화(Beck & Beck-Gernsheim, 2002)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을 해석하고 있다. 장경섭은 결혼행태의 변화를 압

축적 근대화에 따른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Chang & Song, 2010)와 가

족의 위험가족화(장경섭, 2018)로 설명한다. 한국은 압축적인 근대화 과

정에서 가족을 핵심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는 제도적 가족주의에 따라

가족에게 과도한 기능을 부여해 왔다. 이 결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상호모순적인 역할과 책임이 가족구성원에게 부여되면서

역할 긴장이 높아지고, 이질적인 가족이념의 부조화로 가족생활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장경섭, 2001; 2011). 가족 자유주의가 지속되면서 가족생

활에서의 긴장과 부담은 만성적인 가족피로로 이어졌고, 청년들은 위험

회피의 차원에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장경섭, 2011; 2018).

한편, 김혜경(2013)은 청년 비혼자들의 개인화 경향이 원가족과의 긴밀

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지향적 개인화라는 개념을 제시

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와 위험사회로의 변화는 부계중심 가족주의를 약

화하였으나, 강제적 개인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주의를 출현

시켰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부계중심 가족주의에서 성장한 비혼자 집단

의 경험적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른 개인화 양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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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활양식으로 비혼을 바라보고 비혼자 집단의 삶을 살펴본 연

구도 확대되었다. 이들 연구는 비혼자에게 비혼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편안한 생활양식이라고 하였다(박수민, 2017; 성

미애, 2014). 이러한 논의는 거시적 차원의 비혼 담론이 포착하지 못한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보여준다. 즉, 표준적인 생애주기를 규범

적으로 따르던 과거와 달리 개인적 기준에 따라 삶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2018). 한편, 비혼자들에게도 가족주의적

규범과 원가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수민, 2017; 성

미애, 2014; 이순미, 2016; 지은숙, 2014).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 나타

나는 결혼과 가족형성의 개인화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주의적

맥락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비혼 경향이 저출생 현상과 연결되어 논의되면서 출산자인 여성

의 비혼 선호와 그 배경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학자들은 여성들이

비혼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역할 규범

이 공고하게 작용하는 한국적 맥락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

사회로 전환하며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통합되고 여성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상승하였으나, 가족 내외의 성역할규범은 더디게 변화하면

서 여성의 이중부담은 가중되었다. 또한, 개인의 인식 차원에서는 평등한

성역할태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다양한 성분업적 역할

규범과 충돌하고 있다(이삼식, 2006; 이창순, 2012; McDonald, 2013). 이

재경과 김보화(2015)는 청년 여성들의 비혼 경향이 불평등한 결혼생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종서와 동료들

(2020)은 이념적 성평등주의가 실제 가족 내 젠더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역할과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최선영(2020)은 사회적 젠더혁명 가설의 1단계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남성의 재

생산활동 참여가 부재하면서 나타나는 젠더 불균형과 역할긴장이 결혼기

피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혼를 선호하는 배

경에 평등한 성역할태도와 같은 이념적 측면과 실제 간의 괴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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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비혼 관련 담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계중심적 가족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적 가치관,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결혼의향의 영향요인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가족주의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 요인’에

포함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평등한 성역할태도는 ‘대안적 가치관 요

인’에 포함하고자 한다.

3. 신가족경제 이론

신가족경제 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은 Becker(1974; 1991)

의 연구를 토대로,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시장의 교환 논리에 따라 해석

한다. 결혼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며,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자녀양육을 포함한 생산 및 소비 활동의 촉진에 있다고 본다. 이

에 결혼 또는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독신일 때의 이익과 선택에 따른 비

용, 결혼을 통해 얻는 이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

정이다.

Becker(1991)에 따르면, 결혼의 효용은 가족 내 역할분업을 전문화하

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애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나누며, 결합을

통해 공공재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있다. 이 이론은 성별

전문화된 역할분업과 남녀 간의 경제적 격차에 기반하므로, 혼인율의 감

소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으

로 독립하게 된 것에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환 논리를 바탕으로 하던

제도적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하고, 동거 등 대안적 파트너십이 확대되면

서 ‘결혼의 탈제도화(Cherlin, 2004)’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들

은 동거와 결혼을 구분하는 중요한 동기가 공동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욕구와 부모가 자녀를 함께 키우려는 열망에 있다고 말한다(Brien &

Sheran, 2003). 자녀출산 및 양육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노후대책의 일

환 또는 잠재적인 효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김인철, 2014).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가족경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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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기혼부부의 자녀출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출생률의 저하가 혼인율의 저하와 연결되었기 때문

이다. 실제로 국내 저출생 현상은 기혼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결혼지

연과 비혼 등 결혼행태의 변화에서 비롯된 경향이 있다(변용찬 외,

2010). 신가족경제적 관점에서 결혼행태의 변화 배경을 살펴본 연구들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였

으며, 주택가격의 폭등과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혼에 따르는 비용이 커진 점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박기남, 2011; 안

태현, 2010; 오창섭, 최성협, 2012).

한편, 신가족경제 관점의 결혼의향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

는다. 첫째, 인구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면 결혼으로 이행할 것이며, 저

출생 현상도 변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이는 결혼

의 변화 배경에 있는 다른 중요한 요인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결혼과 출산을 표준화된 생애과정으로 보편화하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

형성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문제적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이

순미, 2016). 학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표준화된 생애과정으로 보편화하

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제도적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연 및 기피 경향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김혜영, 2018).

본 연구는 신가족경제 관점을 토대로 ‘경제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을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대분류 체계에 포함하고자 한다. ‘경제적 요인’

대분류에는 신가족경제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경제상황과 직업특

성 두 가지를 포함하고자 한다. 경제적 요인 대신에 교육수준을 포함하

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국내의 경우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연구마다 상이하고 신가족경제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최효미 외, 2016), 교육수준은 ‘인구학적 요인’에 포함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제 2의 인구변천 이론, 비혼 관련 담론, 신가족경제 이

론을 토대로 선정한 영향요인 이외에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 요인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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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은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인 내적 요

인’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으

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3절 결혼의향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을 토대로 ‘인구학적 요인’, ‘개인 내적 요

인’, ‘관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전통적 가치관 요인’, ‘대안적 가치관

요인’이라는 대분류 체계를 구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영향요인을 대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찰하

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요인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개인의 의사라는 점에서, 그 개인의 인구학적

영향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권소영 외, 2017). 선행연구에서 결혼의

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무, 부모 동거여부 등이다.

먼저, 성별의 경우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연구는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의 결혼의향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중

백, 2013; 김혜정, 2010; 윤유경, 2018; 조진영, 2016). 성별의 영향력이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난 연구도 있으나(원아름, 박정윤, 2016), 결혼의향의 성

차는 모든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

다(김정석, 2006).

연령의 경우에도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성희, 권

현수, 2015; 임선영, 박주희, 2014; 진미정, 정혜은, 2010)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윤유경, 2018; 정선아, 2016; 조성호, 변수정,

2020; 조예랑, 2020)가 공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연구(강유진, 2021; 고선강, 어성연, 2013;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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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정석, 2006; 황인자, 2021)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연구(김은정, 2018; 문선희, 2012)가 모두 있다.

교육수준도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김중백, 2013; 문선희, 2012),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기도 한다.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권소영 외, 2017; 임병인, 서혜림, 2021; 황인자, 2021),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기도 하였다(이지나, 황명진, 2019).

종교 유무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나

(기나휘, 유계숙, 2019; 김은희, 2021), 종교와 결혼의향 간의 유의한 관

계가 없다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김보경, 김한곤, 2005; 윤유경, 2018).

부모 동거여부와 결혼의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유의한 정

적 관계를 보인 연구(서지희, 2009; 홍은영, 2011)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인 연구(서진솔, 2021),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중

백, 2013)가 모두 있다. 또한,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 동거여부

는 미혼남성의 결혼의향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미혼여성의 결혼의향과는

관계가 있었다. 한편, 김필숙과 이윤석(2019)의 연구는 부모 동거여부가

미혼여성의 결혼이행을 늦추지만 이러한 효과가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진

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별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무, 부

모 동거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결혼의향과의 관계가 연구마다 다르

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교육수준은 결혼의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

루어지는 변수임에도, 연구결과가 상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변수

별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인 내적 요인

일반적으로 개인 내적 요인은 인지적, 성격적, 심리적 특성 등을 포함

한다(윤아랑, 2013). 선행연구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개인 내적 요인은 ‘자아개념’과 ‘심리적 적응’이 있다. 이때, 자아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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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는 자아개념, 자기관, 자아존중감, 성인애착 등이며, 심리적 적

응의 주요 변수는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우울감, 스트레스 정도

등이다.

개인의 사고와 행동, 관계 형성의 배경에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Markus & Kitayama, 1991), 자

아개념이 관계적 맥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송인섭(2000)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다양한 타인과 상황,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

성되며, 자아개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맥락적 차원에 의해 달

라지므로 자아개념과 행동,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의향

선행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자기관, 자아상태,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으

나, 본 연구는 자아개념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송

인섭, 2000)을 반영하여 성인애착까지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관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와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박선영, 2005). 자기관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동기를 형성하는 독립적 자기관과 타인

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기를 형성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

으로 구성된다(Markus & Kitayama,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의

향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김수경, 최승미, 2019), 상호의존적 자기관만이

당위적, 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한정현, 2021).

한편,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자신을 능력있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타낸다(Rosenberg et al., 1995).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 경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검증한 결과 형성되

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Cast & Burke, 2002). 자아존

중감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자

녀 관계라는 점(Coopersmith, 1981)에서 선행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결혼

및 출산의향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결혼의향도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졌

다(강명근 외, 2008; 김상윤, 2021; 이유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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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은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을 토대로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체계이다(Hazan & Shaver, 1994). 성인

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착불안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이며, 애착회피는 친밀한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의존성이 낮은 경향

이다(Brennan et al., 1998). 성인애착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

경향이므로, 불안정할수록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경험적

회피를 보인다는 점(조영미, 이희경, 2013)에서 결혼의향과 연결될 수 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애착불안은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애

착회피는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김은희, 2021; 박아

현, 2020).

한편, 결혼의향과 관련하여 심리적 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다양하

였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아와 유계숙(2018)의 연구에 따르

면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여성을 적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결

혼의향이 없는 경우에 더 커졌다. 양다연과 유계숙(2020)의 연구는 주관

적 사회계층 인식이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로 결혼의향과 정적 관계를 갖

는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매개 또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어 해당 변

수와 결혼의향 간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는

결혼의향을 우울, 스트레스와 연결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우울이 결

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인자, 2020)와 유의한 영향이 없

다는 연구(김상윤, 2021)가 공존하였다.

즉, 개인 내적 요인과 심리적 적응을 결혼의향과 연결하여 살펴본 선

행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자기관, 자아존중감, 성인애

착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지

만, 심리적 특성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연구마다 연

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통합하고 비교, 분

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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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적 요인

결혼은 법적 · 제도적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결혼에 대한 태

도와 의사결정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관계 및 환경과 연결

된다(최연주, 안정신, 2020). 결혼의향 선행연구는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의 결혼의향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연애 경험 및 관계 경험의 영

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려진 관계적 요인으로는 ‘연애관계’와 ‘가족관계’가 있다. 이때, 연애관계

의 주요 변수는 연애여부와 연애관계의 질 등이 있고, 가족관계의 주요

변수는 가족의 이혼경험과 가족관계의 질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애하지 않고 있을 때 결혼의향이 높다는 결과

(김현진, 2020)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결혼의향이 높다는 결과(권소영

외, 2017; 김은정, 2018)가 공존하며, 연애 여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

향이 여성에게서만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상윤, 2021). 유사하게 연애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독신성향이 크다고 나타나기도 하였으나(유계숙 외,

2019), 연애 여부와 결혼의향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윤유

경, 2018)도 나타났다. 한편, 연애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대부분 연애 여부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연애 과정에서 배우자선택과

결혼생활에 관한 생각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연애관계의 질을 살펴보기

도 하였다. 양수진(2017)은 커플 시간・활동 공유 및 소통 의례 경험 수

준이 높은 미혼남녀가 그렇지 않은 미혼 남녀보다 결혼할 의향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유사하게, 연애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연

구결과도 나타났다(이성희, 2008; 원아름, 박정윤, 2016).

한편, 부모 및 가족구성원도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상윤, 2021).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면서도 가족 간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선행연구는 가족경험, 가족관계 등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일수록(김은희, 2021; 박아현, 2020),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서정연,

2018; 원아름, 박정윤, 2016),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가질수록(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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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민주홍, 2020; 조윤정, 2006)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형제자매

관계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김한곤, 2005). 한

편, 응답자의 결혼의향에 부모의 혼인상태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

부모가 초혼인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결혼의향이 높았다(김중백, 2013;

서진솔, 2021; 윤태실, 민주홍, 2020). 그러나,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경험과 형제자매의 이혼경험 모두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관계적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연애관계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연애 관계의 질과 가족

관계의 질은 일관적으로 결혼의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연애 여

부와 부모의 혼인상태는 연구마다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에서 영향력을 통합하여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경제적 요인

국내 결혼패턴의 변화 원인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이다(박기남,

2011; 안태현, 2010; 유홍준, 현성민, 2010). 선행연구에서 결혼의향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경제적 요인은 ‘경제상황’과 ‘직업특성’이 있다. 이

때, 경제상황의 주요 변수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나타내는 객관적 경

제상황,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주관

적 경제상황, 가구의 총 소득과 부모의 소득 등을 포함하는 가족 경제상

황 등이 있다. 직업특성의 주요 변수는 직업 유무, 상용직 여부, 일 만족

도 등이 있다.

경제적 상황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결

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곽윤철, 2017; 조진영, 2016; 한지승, 김

미례, 2020),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이 남성에게서만 나타

나기도 하였다(조성호, 변수정, 2020). 동시에, 소득과 결혼의향 간의 관

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김상윤, 2021; 윤태실, 민주홍, 2020; 황인자,

2020). 한편, 남성의 결혼의향은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자주 제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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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낮고(권소영 외, 2017), 남녀 모두 부채가 있는 경우 결혼의향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황인자, 2021). 다음으로, 가족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가족

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김보경, 김

한곤, 2005; 홍성희, 2020),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결

혼의향이 높기도 하였다(고선강, 어성연, 2013; 임선영, 박주희, 2016; 조

진영, 2016; 황인자, 2021). 한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남성의 결혼

의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권소영 외, 2017),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양다연, 유계숙, 2020).

직업특성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직업 여부의 경우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김혜정, 2010; 서진솔, 2021; 탁현우, 2020)와 없다는

연구(김보경, 김한곤, 2005; 김상윤, 2021; 이정은, 2018; 원아름, 박정윤,

2016)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때, 직업 여부가 남성의 결혼의향에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김정석, 2006), 여성

의 결혼의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

성의 결혼의향과 직업 유무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직업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낮은 결혼의향을 보인다는 결과(김중백, 2013)와

직업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높은 결혼의향을 보인다는 결과(문선

희, 2012; 임병인, 서혜림, 2021)가 상충하였다. 한편, 남녀 모두에게서 직

업유무와 결혼의향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나기도 하고(홍성희,

2020; 조성호, 변수정, 2020), 그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

나기도 하였다(조성호, 변수정, 2020). 다음으로, 상용직 여부는 여성의

결혼의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권소영 외, 2017; 황인자,

2020), 남성의 결혼의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조성호, 변수

정, 2020),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기도 하였다(곽윤철,

2017). 또한, 박주희(2017)는 취업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용직 여부라고 하였으나, 상용직 여부에 따른 결혼의향

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조진영, 2016).

선행연구는 경제적 요인으로 본인의 소득, 가족의 소득, 주관적 사회경

제적 지위(SES) 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었으며, 직



- 20 -

업 특성으로는 직업 유무와 상용직 여부 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변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 전통적 가치관 요인

결혼의향은 개인의 태도, 사회적 규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개

인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차원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 점

에서 가치관의 여러 측면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김예리, 2009).

특히, 결혼 및 가족 형성에 관한 태도는 결혼 이행과 이행 시기 등에 영

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Simon & Marcussen, 1999). 선행연구에서 결

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가치관 요인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 요

인에는 ‘전통적 결혼관’, ‘자녀관’, ‘가족가치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전통적 결혼관의 주요 변수는 전통적 결혼 태도, 긍정적 결혼이미지

등이며, 자녀관의 주요 변수는 출산의향, 긍정적 자녀 가치 등이 있다.

소미현과 강현숙(2021)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이 긍정적 결혼관이라고 하였다. 유사하게, 여러 연구는 전통적인

결혼관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김상윤,

2021; 임선영, 박주희, 2016; 조예랑, 2020; 최연주, 안정신, 2020). 또한,

사회적 규범으로서 결혼을 중시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문선희, 2012; 진미정, 정혜은, 2010), 긍정적인 결혼 이미지를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원아름, 박정윤, 2016; 정차숙, 김진숙,

2019).

자녀관의 경우에는 출산의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으며(김혜정,

2010; 이지나, 황명진, 2019)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

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김은정, 2018; 김지언, 2013; 남순현, 2007; 박혜

민, 전귀연, 2018; 유계숙 외, 2019; 진미정, 정혜은, 2010; 최연주, 안정

신, 2020). 또한, 자녀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모의 역할을 중

요하게 여기며,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해 전통적인 입장을 가질수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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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김한곤, 2018; 박주희, 2016; 이

정은, 2018; 오세비, 박성철, 2018; 진달래, 2013),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기도 하였다(홍성희, 2020).

가족가치관의 경우,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기도 하고(권소영 외, 2017; 윤태실, 민주홍,

2020; 황인자, 2020), 가족가치관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홍성희, 2020).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규범적 가치관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결혼관, 자녀관,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있었으며, 결혼관과 자

녀관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가족가치관의 경우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통합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대안적 가치관 요인

한국인의 결혼 및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주

의적 태도의 확산에 따라 결혼은 가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었다. 제 2의 인구변천 이론은 개인주의적 태도의 확산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결혼패턴의 변화 배경이라고 설명한다(이병호, 2020; 이

삼식, 2006). 선행연구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가치관

요인 중 대안적 가치관 요인에는 ‘대안적 결혼관’과 ‘성역할태도’가 포함

될 수 있다. 이때, 대안적 결혼관의 주요 변수는 혼전성관계, 동거, 혼외

임신, 이혼 등의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성취지향성 등이 있다.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혼전성관계, 혼전동거, 혼외자녀 출산과 양육, 이혼 등에 대한 태도를 측

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혼전동거와 혼외자녀 출산 및 양육, 이혼

에 부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지나, 황명진, 2019; 임

병인, 서혜림, 2021), 미혼 출산 및 육아와 동거에 부정적일수록 결혼의

향이 높게 나타났고(황인자, 2020), 동거제도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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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진달래, 2013). 한편, 대안적 파트

너십에 대한 태도와 결혼의향 간의 관계가 여성에게서만 나타나기도 하

였으며(김정석, 2006), 일부 연구는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결

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오세비, 박성철, 2018). 한편, 진미정과

성미애(2021)의 연구는 동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성취지향성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최연주와 안정신(2020)은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출산중시형’과 ‘배

우자관계중시형’에 비해 ‘자기중시형’의 결혼의향이 낮고, 미혼여성의 경

우에도 ‘결혼출산중시형’과 ‘가치중립형’에 비해 ‘자기몰입형’의 결혼의향

이 낮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자신의 성취를 중시할수록 결혼의향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정하 외(2017)의 연구에서도 비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연결보다 개별성을 중시하고, 집단적 가치

보다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 연구는 결혼보다 자신의 성취가 중요할수록, 결혼을 구속이라고 생

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김은정, 2018; 윤태실, 민주홍,

2020; 지혜, 2014).

성역할태도의 경우, 성분업적 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문선희, 2012; 이삼식, 2006; 임병인, 서혜림, 2020; 진미

정, 정혜은, 2010; 조예랑, 2020),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평등한 성역할태

도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은정,

2018; 진달래, 2013).

개인주의적 태도와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태도를 결혼의향과 연결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대안적 결혼관과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

다. 연구결과 대안적 결혼관 중 성취지향성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

를 보였으나,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역할태

도의 경우에도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영향력을 검토하

고 연구별 편차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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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요인

저출생 현상의 심화와 결혼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도 확대되었다(이소영 외, 2019). 이에 일부 연구들은 가족정책

에 대한 인지, 필요성, 만족도 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박혜민, 전귀연, 2018; 진달래, 2013; 오민지, 2021; 정해수, 2021). 선

행연구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정책 요인의 주요 변수

는 정책 필요성 인식, 정책 인지도, 정책 만족도 등이 있다.

선행연구는 결혼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미혼여성의 결

혼의향이 높았으며(임병인, 서혜림, 2021), 결혼지원 정책 중 자금주택정

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일자리정책의 필요성

을 낮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황인자, 2021). 한편,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유용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인 결혼의향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나기도 하였다(박혜민, 전귀연, 2018). 정책 만

족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는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만족도

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고 제시하였다(박주희, 2017).

선행연구 중 정책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결

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 인식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

다. 다만, 연구결과 정책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

고 있어 결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 인식이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통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결혼의향 연구의 표본특성과 시기특성

1. 결혼의향 연구의 표본특성

결혼의향 선행연구는 대부분 미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적으

로 법적 혼인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

다수이지만, 일부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김혜환,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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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2008; 오세비, 박성철, 2018).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

년기의 연령범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만큼(이윤경, 2021) 연구대상의

연령범주도 다양하다. 20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김보경, 김한

곤, 2005; 양다연, 유계숙, 2020) 결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할 가능성

이 높은 만 2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

(권소영 외, 2017; 최연주, 안정신, 2020).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30대

미혼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어성연 외, 2010; 유계숙 외,

2019) 구체적인 연령은 명시하지 않은 채 20-30대로 포괄하기도 하였다

(양수진, 2017; 윤태실, 민주홍, 2020). 또한, 저출생 현상의 맥락에서 결

혼의향을 다루면서 가임기로 여겨지는 만 20세 이상 만 44세 이하 집단

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이삼식, 2006; 진미정, 정혜은,

2010). 이처럼 선행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의 연령범주를 다양

하게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집단의 결혼의향과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

었으나,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편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의 성별 구성도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미혼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성별을 영향요인에 포함한 연구가 다수이

며(고선강, 어성연, 2013; 원아름, 박정윤, 2016), 소수의 경우에는 남녀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권소영 외, 2017; 송흠, 2021). 비혼

의 추세에 따라 결혼 지연 및 기피 현상이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는 점

에서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김혜영, 선보영,

2011; 지혜, 2014),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조선아, 유계숙,

2019)만이 존재하여 남성의 결혼의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의향 연구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편의표집이 쉬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기나휘, 유계숙, 2019; 윤태실, 민주홍,

2020)가 많다. 국내의 경우 청년의 대학진학률이 70% 가까이 된다는 점

에서 대학생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김은정,

2011),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평균

연령이 20대 초중반이라는 점과 한국의 평균 초혼연령을 고려할 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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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결혼 관련 생각은 추상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직업

및 경제활동을 경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이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응답도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결혼지연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미혼취업자의 결혼의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김상윤, 2021; 진달래, 2013). 미혼취업자는 ‘학

업-취업-결혼-출산’으로 여겨지는 성인기의 네 가지 과제에서 결혼 이전

의 단계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취

업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으

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이기 때문에(유홍준, 현성민, 2010) 결혼 관련 태도에서도 다른

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선행연구의 표본은 연령, 성별, 대학생 여부, 직장인 여부 등

에서 다양하다. 결혼의향 선행연구에서 연구결과가 상충하는 것은 표본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안형식, 김현정, 2014), 이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표본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질적인 연구결과의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지

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통합하여 공통의 결론

을 도출할 때에도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표본특성과 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결혼의향 연구의 시기특성

이윤주(2017)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결혼에 대한 당

위적인 동조가 시기효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으

로 올수록 결혼의향은 약화되고,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증가하고

있다(이상림, 2019; 임병인, 서혜림, 2021). 결혼의향의 변화 추세를 고려

할 때 결혼의향의 영향요인도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

다.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의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한 진미정과

정혜은(2010)의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이 시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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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졌으며, 문항별 성차는 존재하지만 같은 시기의 남녀는 유사한 태도

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영향력이

응답자의 코호트나 자료수집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나 코

호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우해봉, 2012; 유홍준, 현

성민, 2010). 그러나 결혼의향 연구를 시기나 코호트에 따라 분석하거나,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영향력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시기별 영향력을 분석할 경우, 시대별로

사람들의 결혼의향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후속연구와 실천적 개입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시기특성의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판연도보다는

자료수집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진미정과 정

혜은(2010)의 연구는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이지만, 구체적인

자료수집 연도를 보면 2005년과 2009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중백

(2013)의 연구와 문선희(2012)의 연구도 2009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으

며, 지혜(2014)의 연구도 2010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출판시기와 자료

수집 시기 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특성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개별연구의 자료수집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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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결혼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

합하고 연구특성이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를 조절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었을 때 개

별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은 개별연구로 각각의 표본에서 추출한 결과를 표본 크기를 고

려하여 통합하며, 여러 연구의 표집을 종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는 점에

서 통계적 검정력이 높다(Pillemer & Light, 1980). 또한 메타분석으로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것은 학문적 합의를 도출하고, 상충되는 연

구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진

윤아, 2014). 메타 아노바(meta-ANOVA)나 메타 회귀분석

(meta-regression)을 활용하여 연구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경우 새로

운 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설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이지훈, 1993).

본 연구는 Cooper(2015)의 메타분석 연구의 기준에 따라 연구문제 설

정, 자료수집, 자료평가, 자료분석 및 해석,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

어졌다. 또한, 분석대상 연구의 수집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보고 지침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 for Systemetic Reviews and

Meta-Analysis)의 메타분석 지침을 참고하였다(Page et al., 2021).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

하여 연구문제를 구체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분석대상 연구의 구체적인

배제 및 선정 준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대상 연구를 수집하였다.

3단계에서 분석대상 연구의 자료를 코딩하기 위하여 엑셀 워크시트를 활

용하여 코드북을 구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코딩된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효과크기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특성이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후 5단계에서는 결과를 해석하고 논문을 작성하였다. 변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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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등 연구의 전 과정은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교차 검토하였다. 연구

절차를 도식화한 자료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절차

제2절 연구자료 수집 및 선정

1. 분석대상 연구의 수집

본 연구는 분석대상 연구의 수집을 위하여 배제 및 선정 준거를 구축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결혼의향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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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살펴본 국문 연구로 한정하였다. 해외에서도 결혼의향 연구가 이

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동거자의 결혼으로의 이행 의향을 살펴보고

있어 국내 결혼의향 연구와 통합하기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

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메타분석에서 연구의 질을 평가하여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므로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심사절차가 엄격한 학술

지 게재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심사절차가 덜 엄

격한 학술대회 발표문과 단행본,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계량적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로 한정하였으며, 효과크

기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통계치가 확보되는 연구를 선정하였다. 상관계

수 r값을 직접 제시하고 있거나, r값으로의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를 제

시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였다. 필요한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저

자에게 상관계수를 요청하였으며 상관계수 값을 전달받은 연구는 분석대

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메타분석의 경우 표집오차 및 추정치의 대표성,

추론의 타당도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빠진 효과크기를 최소화는

것이 중요하다(Peterson & Brown, 2005). 따라서, 통계치가 없거나 연구

자로부터 통계치를 전달받지 못한 연구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

집한 공개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자료에 대한 정보를 연구에 자세

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개별연구에 충실하게 자료를 정제

한 후 직접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포함하였다.

넷째, 효과크기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메타분석의 특징을 고려하여 동

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여러 편

이면 가장 표본크기가 큰 연구를 포함하였다.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도

출된 상관계수는 각기 다른 연구에 제시되었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연구마다 분석한 변수가 다

른 경우에는 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포함하였다.

다섯째, 석박사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변수구성 및 분

석 내용을 검토한 후 학술지 논문으로 통합하여 포함하였다. 학술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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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석박사 논문에는 제시한 경우 해당 통

계치를 학술지 논문의 통계치로 정리하였다.

2. 분석대상 연구의 선정

메타분석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중심 변

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신뢰로운 분석대상 연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연구를 선정한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PRISMA에 따른 분석대상 연구 선정절차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결혼’을 포함하면서 ‘의향’, ‘의사’, ‘의

도’, ‘의지’, ‘선택’, ‘성향’ 중 한 개 이상의 용어를 본문에 포함하는 연구

를 검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eArticle, SCHOLAR,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이다. 최대한 많은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논문의 출판 시기는 과거의 모든 시점에서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국내에서 출간된 양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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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8,586편이 나타났으며, 서

지 프로그램(Endnote)을 활용하여 중복자료를 제거한 결과 일차적으로

선별된 연구는 908편이었다. 908편의 제목 및 초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연구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751편의 연구를 삭제하고 191편의 검토대상

연구를 선정하였다. 검토대상 연구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개별연구의 질

을 평가한 결과, 38편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 121편 중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는 저자에게

상관계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8편의 연구에 대해 회신을 받

아 추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메타분석의 양적 합성에

포함된 표본은 46편의 연구에서 사용한 총 49건이며 전체 표본크기는

42,673명이었다. 메타분석은 효과크기의 독립성을 가정하므로, 한 편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자료, 즉 두 개의 표본을 사용한 경우 각각의 건수

를 계산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별 자세한 정보는 <부록 1>에 정리하였다.

분석대상 표본 49건의 전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먼저, 용어의

경우 45건이 ‘결혼의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결혼이행 태도’, ‘결

혼인식’, ‘결혼의식’, ‘독신성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결혼할 의향을

측정한 연구가 각각 1건씩 있었다. 이때, ‘독신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유계숙 외(2019)의 연구는 독신 선호와 독신기대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

여 독신성향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독

신으로 남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독신성향과 영

향요인의 상관계수는 역코딩하여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의향을 측정한 방법을 보면 결혼의향이 있다, 없다와 같

이 이분변수로 측정한 경우가 15건이었으며, 결혼의향의 정도를 연속변

수로 측정한 경우가 34건이었다. 다수의 연구가 결혼의향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결혼의향을 정도로 해석하였다. 다만, 결

혼의향을 연속변수로 측정한 경우라도 있다, 없다의 이분변수로 변환하

여 이항로짓 분석을 등을 실시한 연구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연구에

제시된 상관계수 역시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상관계수 산출에 연속형 점수를 사용했는지 이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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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사용했는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측정방식을 구

분하지 않고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상관계수를 메타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표본의 평균 연령은 연구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평균 연령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기술통계 자료를 바탕으

로 연구자가 산출하였다. 연령별 빈도는 그대로 사용하여 평균 연령을

산출하였고, 연령범주별 빈도는 범주의 평균을 산출한 후 빈도를 곱하여

전체 평균 연령을 산출하였다. 이 결과 표본의 평균 연령의 범위는 21.58

세에서 36.74세로 나타났다. 연구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

로 한 경우가 35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1건, 남성만을 대상으

로 한 경우가 3건이었다. 표본특성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

건,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건이었으며, 그 외 대학생 여부나

고용상태를 제한하지 않고 미혼자 전체를 연구한 경우가 31건이었다. 자

료수집 연도의 경우 2005년부터 2021년까지였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경우는 9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된 자료

를 사용한 경우는 15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경우는 25건이었다. 즉, 결혼의향 연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추세이

며, 특히 최근 5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출판유형은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가 34건이었고 학술지

에 게재되지 않은 석박사 학위논문은 15건이었다.

특성 구분 n (%)
결혼의향 용어 결혼의향 45(91.84)

결혼이행 태도 1(2.04)
결혼인식 1(2.04)
결혼의식 1(2.04)
독신성향 1(2.04)

결혼의향 측정방법 이분변수 15(30.61)
연속변수 34(69.39)

표본 성별 여성+남성 35(71.43)
여성 11(22.45)
남성 3( 6.12)

<표 3-1> 분석대상 연구의 전반적 특성(N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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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대상 연구의 변수 분류

메타분석은 개별연구의 결과를 효과크기라는 하나의 단위로 표준화하

여 흩어져 있는 변인별 영향력을 통합하는 연구방법이다. 각각의 연구는

유사하지만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고 있어 통합된 효과크기를 추정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수를 분류하는

기준을 명료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크기의 추정은 수리적, 통

계적 과정이지만 효과크기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변수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의향 및 이행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대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중분류 체계를 구성

하고, 분석대상 연구의 변수를 바탕으로 소분류를 구성하였다. 소분류의

명칭은 효과크기 해석의 편의를 위해 방향 또는 정도를 유추할 수 있도

록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 분류

체계와 구체적인 변수 구성은 <표 3-2>와 같다.

효과크기의 규명을 위한 최소 연구 수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효과크기의 대표성과 타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변수를 살펴본 연구가 최

소 3편 이상인 경우 분석대상 변수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가 2편 이하

로 분석에서 제외된 변수는 아버지 생존 여부, 어머니 생존 여부, 부모님

표본 직업 대학생 13(26.53)
직장인 5(10.20)
분류하지 않음 31(63.27)

자료수집 연도a) 2005-2011 9(18.37)
2012-2016 15(30.61)
2017-2021 25(51.02)

출판유형 학술지 논문 34(69.39)
석박사 학위논문 15(30.61)

범위
표본 평균 연령(만) 21.58 - 36.74
a) 자료수집 연도를 표기하지 않은 5건은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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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여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어린시절 어머니의 취업 여부, 형

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부모의 결혼 요구도,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간접적

/직접적),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도, 주거 안정성, 주택소유 기대 정도,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 일-여가 균형, 성차별 경험, 적대적 성차별, 여성

에 대한 적대감, 폭력 허용도, 배우자 희망소득, 배우자 선택 조건, 성공

적 결혼을 위한 조건, 성관계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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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대상 연구의 변수명a)

인구학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교육수준, 교육년수, 최종학력
종교유무
부모 동거여부 부모 동거여부, 거주유형, 거주형태

개인
내적
요인

자아개념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관, 자아존중감, 성인애착b)(*)

심리적
적응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여가생활만족도, 우울감(*), 스트레스 정도(*)

관계적
요인

연애관계
연애여부

연애관계의 질 연애관계 경험, 이성교제 관계의 질, 커플관계 만족도, 데이팅의례 만족도

가족관계
가족의 이혼경험 부모님 결혼형태, 부모님 결혼상태, 부모의 이혼경험 여부, 형제자매의 이혼경험 여부

가족관계의 질 모-자녀/부자녀 관계, 정서적 결속, 부모에 대한 애정, 가족관계, 원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건
강성, 가족탄력성, 부모의 부부관계

전통적
가치관
요인

전통적
결혼관

전통적 결혼 태도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의 당위성,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필요성, 결혼제도 인식, 결혼에 대

한 태도, 결혼가치관, 결혼관, 결혼관례의 중요성, 보수도구적 결혼관, 안정낭만적 결혼관,

낭만적 결혼관, 전통적 가족가치관
긍정적 결혼이미지 결혼이미지

자녀관
출산의향 출산의사, 출산의향, 출산의지, 희망 자녀 수

긍정적 자녀관 자녀의 필요성, 자녀관, 자녀가치관, 자녀 가치(정서적/도구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
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가족관 전통적 가족 태도 가족가치관, 가계계승 가치관, 전통적 가족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우선 가치관, 노부
모 부양 태도

대안적
가치관
요인

대안적
결혼관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

결혼의 현실적 태도, 동거관,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동거수용성, 혼전성관계 및 혼외임신

태도, 근대적 가족가치관, 부부간의 관계, 가족주의 가치관, 결혼제도에 대한 태도, 이혼관,

이혼 관련 태도
성취지향성c) 성취지향성, 가족주의 가치관, 소극배타적 결혼관

성역할태도 평등적 성역할태도
남성고정적 생계책임 관련 태도, 성분업적 역할규범 관련 태도, 성역할 가치관, 성역할관,
성역할 태도, 양성평등 의식, 성평등 가치관, 보수적 성역할 인식,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신
혼집 희망부담 비율(*), 평등주의(*), 불평등주의

<표 3-2>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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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

경제상황

객관적 경제상황 본인 월평균 소득, 수입, 소득 수준, 본인 자산 총액, 본인 명의 부동산 여부, 부채 유무(*)

주관적 경제상황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 지각된 생활수준, 경제 만족도

가족 경제상황

가정 월평균 소득, 가구 총 소득, 부모의 월평균 수입, 부모의 경제 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

원 비율,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및 정도,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 가능성,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 부모님 생활비 지원(*)

직업특성

직업 유무 취업여부, 직업유무, 일자리 유무, 현재하는 일, 근로소득 유무, 경제활동 여부

상용직 여부 고용형태, 직업상태, 상용직 유무

일 만족도 직무만족도, 일 만족도, 고용안정성, 근무시간(*)

정책
요인 결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 결혼정책 필요성, 결혼준비 정책 필요성,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자금주택정책의 필요성, 국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태도
(*)는 해석의 방향을 고려하여 역산하여 투입한 변수임.

a) 본 연구에서는 변수명이 아닌 개별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한 내용을 토대로 효과크기를 분류했기 때문에, 변수명이 같더라도 다른 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예: 가족주의 가치관). 같은 변수명을 사용하였으나 문항의 내용은 다른 경우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측정한 내용을 토대로 분류하되 위의 표
에는 분석대상 연구의 변수명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결혼 관련 연구에서 용어의 사용과 개념화, 측정에 혼선이 있다는 논의(박선영, 이재림,
심사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 본 연구에 포함된 성인애착 연구에서는 모두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애착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친밀한 관계에서의 태도 및 자신감을 질문하
였다. 자기관, 자아존중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긍정적 자아관에 포함하였다. 다만, 성인애착은 회피애착 또는 불안애착으로 제시되므로 효과의 방향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투입하였다.

c) 성취지향성이란 결혼보다는 자신의 성취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지혜, 2014). 본 연구는 결혼관의 하위영역 중 하나로 성취지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선
행연구 동향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연구의 측정문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성취지향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정리하여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세부변수 중 성취지향
성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받는다’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소극배타적 결
혼관은 결혼보다 일과 자기계발, 자유로운 독신의 삶에 가치를 둔다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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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분석1)

1. 자료준비 및 분석단위

본 연구는 자료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코드북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코드북의 구성 항목은 일련번호, 연구자명, 출판연도, 연구제목, 연구대상

특성(연령, 성별, 직업 상태 등), 연구특성, 표본 수, 표집 시기, 표집 지

역, 결혼의향 측정도구 및 방법,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변수구성, 영향요

인의 통계치이다. 통계치는 효과크기 변환을 위하여 상관계수 r값, t값,

p값, n값, 효과의 방향(해석)으로 구성하였다.

효과크기(effect size)는 메타분석에서 여러 개별연구의 결과를 종합하

기 위하여 변환한 표준화된 공통 단위를 의미한다(오성삼, 2002).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 관련성의 강도를 알아보는 메타분석은 상관계수를 활

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매

우 다양하고, 변수별로 효과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서로 다른 방향의 효과크기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면 상쇄효과가

나타나서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효과크기의 방향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상관계수의 방향을 변환하였으며, 효과의 방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는 ‘결혼의

향 정도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효과크기는 방향이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대안

적 가치관 요인’으로 분류된 대안적 결혼관2)과 평등적 성역할태도는 변

수의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크기의 방향이 부적으로 나타나도록 구성하였

1) 본 연구도 메타분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출판편향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연구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는 <부록 2>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2) 기존 선행연구에서 결혼관의 하위요인으로 다루어졌던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성취지향
성의 경우 효과크기의 방향을 정적으로 수정하였을 때, 기존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고 해석의 어
려움이 따른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혼 추세와 개인주의적 태도의 확산(Lesthaghe,
1995)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결혼관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결혼
관 연구에서 하위영역의 의미와 방향을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박
선영, 이재림, 심사중)에서 본 연구는 결혼관을 전통적 결혼관과 대안적 결혼관으로 구분하였으
며 효과크기의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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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MA 3(Comprehensive Meta Analysis

Version 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메타분석에서 연구자는 개

별집단을 단위로 분석할 것인지(subgroup as a unit of analysis), 연구

를 단위로 분석할 것인지(study as a unit of analysis)를 결정해야 한다

(홍세희, 2021). 본 연구는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효

과크기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개별집단을

단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연구에서 집단별 분석을 통해 복수의

r값이 산출되는 경우, 개별집단을 단위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포

함하였다. 독립적인 복수의 집단에서 복수의 결과가 산출되는 것은 연구

의 표본이 다르므로 연구결과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연구 내에서 여러 변

수를 분석하고 있어 여러 효과크기가 산출된다. 이는 통합된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메타분석의 특성과 만나면서 독립성 가정 문제로 이어지는데,

동일한 연구에서 산출된 여러 효과크기를 독립적인 자료로 취급하여 분

석할 경우 효과크기의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메타분석에서 효과크

기의 평균치는 표본 수를 반영하는 역변량 가중치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동일 연구의 여러 효과크기가 포함되면 표본 수가 중복되어 평균

효과크기의 표준오차가 실제보다 작게 계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자들은 ‘분석단위의 전환(shifting unit of analysis)’ 방법을 선택

할 것을 제안한다(장덕호, 신인수, 2011; Cooper, 2015). 분석단위의 전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분석수준별로 효과크기를 반영하게 되므로 개별연구

의 표본 수가 중복계산 되어 발생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도 분석단위 전환 방법을 채택하여, 전체 효과크기의 산

출은 표본(n)을 분석단위로 하고 분류체계별 분석은 효과크기(k)를 분석

단위로 하여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독립성 가정을 해결하고자 하

였다. 또한, 특정 변수의 상관계수가 하위영역별로 산출되거나, 개념적으

로 거의 일치하는 변수가 하나의 연구 내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Fisher’s 평균 산출 공식에 따라 평균값으로 통합하여 포함하였다(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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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21). 이를 통해 동일 표본에서 추출된 유사 변수의 효과크기가 중

복되어 발생하는 독립성 가정의 위반을 피하였다.

2. 효과크기의 산출 및 해석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사용하

지만, 상관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효과크기의 분산이 작아져 편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별연구의 상관계수(r) 분산이 정규 분포를 이

룰 수 있도록 Fisher’s 로 표준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구하고 다시 피어슨 상관계수(r)로 역변환하여 해석해야 한다(Borenstein

et al., 2012).

상관계수 r을 Fisher’s  로 변환하는 공식과 상관계수로 역변환하는

과정 및 공식은 <표 3-3>에 나타나 있다. Fisher’s  의 분산 계산공식

에서 n은 사례 수이며, 표준오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다. 또한, t 값, n값,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게 제시된 일부 연구는 t 값을 r 값으로

변환하여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효과크기의 유의확률을 해석할 때에는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해석방법에 따랐다. 즉, 산출된 효과크기의 95% 신

뢰구간(CI)을 구한 후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효

과크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

우 효과크기가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Schafer, 1999). 또한, 효과크기의

강도를 해석할 때는 Cohen(1992)의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 기준을 활

용하였다. 즉,  ≤ |.10|는 작은 효과크기,  = |.30| 이상은 중간 효

과크기,  ≥ |.50|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변환하는 수치 공식

t값 → r값      
<표 3-3> 연구별 효과크기 산출과정 및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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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메타분석의 분석모형은 랜덤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고정효

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혼합효과 모형(mixed effects model)이 있

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가 기능적으로 동일하

다고 간주하며, 동일한 모집단에 대한 공통의 효과크기를 추정한다. 즉,

각 연구가 동일한 하나의 실제 효과크기(true effect size)를 갖는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Borenstein et al., 2012). 따라서 모집단의 일반화가 목적

이 아니므로 연구별 가중치도 연구 내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만 부

여된다(Cooper, 2015). 반면, 랜덤효과 모형은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

가 기능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고 보고 공통의 효과크기를 가정하지 않

는다. 이에 연구마다 실제 효과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집단을 가진 여러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

이다(Borenstein et al., 2012). 랜덤효과 모형은 연구 내 오차와 함께 연

구 간 변량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랜덤효

과 모형의 결과는 모집단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Cooper, 2015). 종합하

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할 경우 연구대상이 되는 특정 표본에 대한 일

반화가 용이하고, 무선효과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다(Schmidt et al., 2009). 랜덤효과 모형과 고정효

과 모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연구목적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채

택하고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및 해석해야 한다(Borenstein et

al., 2007).

Fisher’s 
Fisher’s  분산(VZ) 및 표준오차(SEZ)

효과크기(ESr)    
주) t = t검정 통계량, r = 피어슨 상관계수, n = 표본크기, = Fisher’s r-to-z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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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결혼의향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

어 있고, 다양한 상황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랜덤효과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동일한 주제의 연구라도 연

구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해야 하는 구체적

인 이유가 없는 경우 랜덤효과 모형을 적용(홍세희 외, 2016)한다는 점에

서 랜덤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4. 동질성 검정

동일한 주제의 여러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평균 요약추정치를 산출하는

메타분석에서는 연구결과의 이질성이 나타나곤 한다. 이때, 이질성이란

개별연구 결과가 상이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질성을 확인한 결과, 이질성

이 없다면 요약추정치는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이질성이 있다면

이질성의 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요약추정치를 해석해야 한

다. 연구 간 이질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숲 그림(forest plot) 그

래프, Cochran의 Q 검정, Higgins의  -통계량(I-squared) 등이 있다.
숲 그림은 분석대상연구의 효과크기와 신뢰구간을 시각적으로 평가하

여 편향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다만, 해석 시에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Q 검정,  -통계량을 함

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Q 검정의 영가설은 ‘개별 연구가 동일한 모

집단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동질적일 것이다’이며, Q 통계량은 모든 연

구가 같은 효과크기를 가질 때의 카이제곱 분포에서 떨어진 정도를 의미

한다. 따라서, Q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각각의 연구는 서

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되어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Q 통계량

이 카이제곱 분포에서 떨어진 정도를 바탕으로 이질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연구

자들은  -통계량을 활용하여 연구 간 이질성 정도를 보다 명료하게 살

펴보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량은 총 효과크기의 분산에서 실제 효과

크기의 분산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Higgins와 동료들(2003)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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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25%보다 작은 경우 작은 이질성, 50% 내외일 경우 중간 이질

성, 75% 이상일 경우 높은 이질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간 이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숲 그림을 검토하여 편

향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Cochran의 Q 검정 결과가 유의한지

검토하여 연구 간 통계적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Higgins의 
-통계량(I-squared)을 확인하여 연구 간 이질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5. 메타 회귀분석(meta-regression)

메타분석에서의 조절효과 분석은 하위집단별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증

하는 메타 아노바(meta-ANOVA)와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변수

를 검증하는 메타 회귀분석(meta-regression)으로 구성된다. 메타 아노바

와 메타 회귀분석은 효과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데 도움이 된다(조재훈, 2020). 이에 본 연구는 전

체 효과크기, 요인별 효과크기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후속연구에 제언하

고자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거에는 CMA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하여 이분형 변수는 하위집단 분석을 하고, 연속형 변수는 단순 메타

회귀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CMA 프로그램 내에서

이분형, 연속형 변수를 모두 투입하는 중다 메타회귀분석이 가능한 상황

이다. 중다 메타회귀분석은 조절변수의 변수 간 영향력을 통제하여 더욱

정확한 검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홍세희 외, 2016)는 점에서 권장되므

로 본 연구에서는 중다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 회귀분석은 평균 효과크기의 분산을 설명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연구특성 변수를 투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

탕으로 표본특성(표본의 평균 연령, 성별, 대학생 여부, 직장인 여부)과

시기특성(자료수집 연도)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효과크기와 변수 간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표본 평균 연령의 경우 분석대상 연구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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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대로 코딩하였으며, 평균 연령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는 기술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연구의 성별 구

성, 대학생 여부, 직장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표본특

성을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와 아닌 연구(0)를 구분하였

고,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1)와 아닌 연구(0)를 구분하였으며, 직

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1)와 아닌 연구(0)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수집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개별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자료수집 연도를 코딩하였으며, 자료수집 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3개 연구의 경우에는 출판 연도로 코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하였다. 첫째, 메타 회

귀분석은 통계적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크기 수()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연구특성 1개당 최소 10개

의 효과크기를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Borenstein et al., 2021). 따라서

효과크기의 수()가 11개 이상인 경우 중다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에 효과크기의 수가 3개인 정책 요인과 10개인 개인 내적 요인은

중다 메타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메타회귀분석의

분류체계별 효과크기의 수()가 달라 투입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달랐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바

탕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표본의 평균 연령, 성별 집단, 자료수집 연

도를 먼저 고려하였으며, 효과크기의 수()가 충분할 경우 대학생 여부,

직장인 여부를 차례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표본의 평균 연령, 성별 집

단, 대학생 집단, 직장인 집단, 자료수집 연도로 구성된 5개의 독립변수

를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다양하게 조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메타회귀 모형의 적합도(  ,   )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적합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적인 모형을 확정하였다. 메타 회귀분석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크기 내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새로운

설명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Borenstei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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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효과크기

1. 전체 및 대분류별 효과크기

개별 연구(n)와 효과크기() 각각을 단위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체 효과크기 및 대분류별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연구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분석단위 이동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효과크기는 표본

단위와 효과크기 단위 두 가지를 모두 분석하였다. 표본 단위와 효과크

기 단위에서 나타난 전체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이질적인 분포로

나타나 랜덤효과 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연구단위 분석결과 표본 49건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

.151(95% CI .133-169)이었으며,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효과크기 단위 분석결과 전체 효과크기는

275개였으며,  = .140(95% CI .124-.155)이었고,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대분류별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요인

간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 385.106) 하
위요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별 평균 효과크

기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이 신뢰구간 95% 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요인3)을 제외한 모

든 요인이 높은 수준의 이질성을 보여 랜덤효과 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

출하였다.

하위요인별 평균 효과크기를 절대값 순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효과크

3) 정책 요인은 분석대상 연구의 편수와 여기서 산출된 효과크기의 수가 매우 작아 이질
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효과크기의 수가 작은 경우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것을 추천한다는 점(강현, 2015)에서 정책 요인의 효과크기는 고정효과 모형
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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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전통적 가치관 요인( = .405)이었으며, 관계적 요인( =
.198), 대안적 가치관 요인( = -.183), 개인 내적 요인( = .164),
인구학적 요인( = .110), 경제적 요인( =.105) 순으로 나타났다.

2. 하위요인별 효과크기 비교

대분류별 내부 효과크기를 비교한 후 중분류와 소분류 전체의 효과크

기를 비교하였다. 하위요인별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

와 같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의 요인 내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 .05 수준에서 유

의하게 나타나 소분류별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
10.676, p < .03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부모 동거여부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의 효과크기는 성별( = .148), 종
교유무( = .121), 연령( = .119), 부모동거 여부( = .068), 교육
수준( = .066) 순으로 나타났다.

         ()Lower Upper
전체
표본 단위
(n = 49) .151 .133 .169 96.023 1206.819 48 .000 -

효과크기 단위 275 .140 .124 .155 96.488 7800.773 274 .000 -
대분류
인구학적 86 .110 .081 .139 82.629 489.328 85 .000

385.106

(.000)

개인 내적 10 .164 .071 .253 76.431 38.187 9 .000
관계적 33 .198 .146 .248 84.277 203.519 32 .000
경제적 66 .105 .072 .138 76.018 271.034 65 .000
전통적 가치관 45 .405 .368 .442 97.865 2061.160 44 .000
대안적 가치관 32 -.183 -.226 -.138 92.365 406.049 31 .000
정책 3 .084 .049 .120 .000 1.210 2 .000

주) 표본 단위 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효과크기 단위 분석임. 정책 요인은 ‘결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 인식’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거집단은 필요성 인식(낮음)임.

n = 분석대상연구의 수, k = 효과크기의 수, ESr = 평균 효과크기, I2 = 이질성 정도를
정량화한 I2-통계랑, Q = 이질성 검정 Q 통계량, Qb = 효과크기 간 이질성

<표 4-1> 전체 및 대분류별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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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 내적 요인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아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효과크기가 이질적인지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
2.147, p < .143). 다만, 소분류별 효과크기의 수가 작아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분류별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긍정

적 자아관( = .200)이 주관적 안녕감( = .109)보다 크게 나타났고,

두 가지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관계적 요인의 중분류인 연애관계와 가족관계의 효과크기가 이

질적인지 분석한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 14.326, p
< .002). 다시 두 가지 중분류의 소분류별 효과크기가 이질적인지 분석

한 결과, 가족관계 중분류의 이질성은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
11.667, p < .001), 연애관계 중분류의 이질성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 2.005, p < .157). 따라서, 연애관계는 중분류로, 가족관계는 소분

류별 효과크기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연애관계( = .231)와 가족관

계의 질( = .212)의 효과크기는 85% 신뢰구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 크기도 유사하였다. 가족 이혼경험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

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족 이혼

경험과 결혼의향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넷째,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중분류인 결혼관, 자녀관, 전통적 가족태

도 세 가지 효과크기가 이질적인지 분석한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

다( = 28.104, p < .000). 각 중분류 내에서 소분류의 효과크기가 이질

적인지 분석한 결과, 결혼관 중분류의 소분류인 긍정적 결혼이미지와 전

통적 결혼관의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 2.414, p <
.120), 자녀관 중분류의 소분류인 출산의향과 긍정적 자녀가치의 효과크

기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14.616, p < .000). 따라
서, 효과크기를 비교할 때 결혼관은 중분류로, 자녀관은 소분류별 효과크

기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모든 변수는 95% 신

뢰구간 내에서 유의하였다. 효과크기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출산의향

( = .672)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결혼관( = .448), 긍정적 자

녀가치( = .297), 전통적 가족 태도( = .197) 순이었다. 출산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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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크기는 .5 이상으로 Cohen(1992)의 기준에 따라 큰 효과크기였

고, 결혼관, 긍정적 자녀 가치는 중간 효과크기였으며, 전통적 가족 태도

는 작은 효과크기 수준이었다.

다섯째,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중분류인 대안적 결혼관과 평등한 성역

할태도의 효과크기는 .001 수준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18.979, p < .000). 대안적 결혼관 중분류의 소분류인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성취지향성의 효과크기도 .01 수준에서 이질적이었다( =
9.895, p < .002). 따라서, 대안적 결혼관은 소분류별 효과크기에 따라 비

교하였다. 분석결과,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모든 변수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의하였다. 효과크기의 절대값 순서대로 살펴보면, 성취지향성

( = -.320)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평등한 성역할태도( =
.149),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 =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성취지향성은 중간 효과크기였으며, 평등한 성역할태도와 대안적 파

트너십에 대한 태도는 작은 효과크기 수준이었다.

여섯째, 경제적 요인의 중분류인 경제상황과 직업특성의 효과크기도

.05 수준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 = 13.013, p < .023), 중분류별 이질

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상황 중분류의 소분류인 객관적 경제상

황, 주관적 경제상황, 가족 경제상황의 효과크기는 이질적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 3.655, p < .161), 직업특성 중분류의 소분류인 직업

유무, 상용직 여부, 일 만족도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05 수준에서 유의하

였다( = 8.210, p < .016). 따라서, 효과크기를 비교할 때 경제상황은

중분류로, 직업특성은 소분류별 효과크기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경제적 요인의 모든 변수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상용직 유무( = .161)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상황( = .110), 일 만족도( = .108), 직업유
무( = .05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가족

이혼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의

하였다. 전체 영향요인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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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부모

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연애하고 있는 경우, 연애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전통적

결혼관에 동의할수록, 출산의향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통적 가족 태도에 동의할수록, 대안적 파트너십에 동의할

수록, 성취지향성이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객

관적 경제상활이 좋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활이 좋을수록, 가족 경제상황

이 좋을수록, 직업이 있을 경우, 상용직일 경우,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질성을 분석

한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 539.686, df = 25, p =
.00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의 효과크기를 절대값을 기준으

로 나열하면 출산의향( = .672), 긍정적 결혼이미지( = .558), 전
통적 결혼태도( = .422), 성취지향성( = -.320), 연애관계의 질

( = .311), 긍정적 자녀가치( = .297), 가족관계의 질( = .212),
연애여부( = .208), 전통적 가족 태도( = .208), 긍정적 자아관

( = .200), 상용직 여부( = .161), 평등적 성역할태도( =
-.149), 성별( = .148), 주관적 경제상황( = .136), 객관적 경제상

황( = .122), 종교유무( = .121), 연령( = .119), 주관적 안녕감

( = .109), 일 만족도( = .108),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
= -.102), 가족 경제상황( = .081), 부모동거 여부( = .068), 교육
수준( = .066), 직업유무( = .057)의 순이었다.

Cohen(1992)의 기준에 따르면 출산의향과 긍정적 결혼이미지는 큰 효

과크기였으며, 전통적 결혼태도, 성취지향성, 연애관계의 질, 긍정적 자녀

가치는 중간 효과크기였고, 가족관계의 질, 연애여부, 전통적 가족 태도,

긍정적 자아관, 상용직 여부, 평등적 성역할태도, 성별, 주관적 경제상황,

객관적 경제상황, 종교유무, 연령, 주관적 안녕감, 일 만족도, 대안적 파

트너십에 대한 태도, 가족 경제상황, 부모동거 여부, 교육수준은, 직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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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작은 효과크기였다.

       df( ) ()Lower Upper
전체 275 .140 .124 .155 96.488 7800.773 25 539.686(.000)
인구학적 요인 10.676(.030)

성별 23 .148 .111 .186 82.552 126.091 22

연령 28 .119 .085 .153 88.363 232.022 27

교육수준 21 .066 .026 .106 67.776 62.606 20

종교유무 6 .121 .041 .200 51.190 10.244 5

부모동거 여부 8 .068 .003 .133 5.694 7.423 7

개인 내적 요인 2.147(.143)

긍정적 자아관 6 .200 .122 .275 71.589 17.599 5

주관적 안녕감 4 .109 .014 .202 68.742 9.598 3

관계 요인 14.326(.002)

연애관계 13 .231 .170 .291 81.789 65.893 12 2.005(.157)

연애여부 10 .208 .145 .269 79.833 44.628 9

연애관계의 질 3 .311 .199 .416 80.846 10.441 2

가족관계 20 .176 .120 .231 83.248 113.420 19 11.667(.001)

가족관계의 질 16 .212 .145 .269 70.789 51.351 15

가족 이혼경험 4 .025 -.084 .133 .000 .796 3

전통적 가치관 요인 28.104(.000)

결혼관 22 .448 .374 .516 96.501 600.181 21 2.414(.120)

긍정적 결혼이미지 4 .558 .418 .671 87.498 23.997 3

전통적 결혼관 18 .422 .348 .490 96.878 544.507 17

자녀관 16 .433 .335 .522 98.631 1095.695 15 14.616(.000)

출산의향 5 .672 .536 .653 99.572 934.429 4

긍정적 자녀 가치 11 .297 .160 .423 91.167 113.213 10

전통적 가족 태도 7 .208 .045 .359 88.114 50.478 6

대안적 가치관 요인 18.979(.000)

대안적 결혼관 16 -.217 -.297 -.134 95.622 342.613 15 9.895(.002)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
7 -.102 -.180 -.024 87.364 47.482 6

성취지향성 9 -.320 -.389 -.247 94.954 158.536 8

평등한 성역할태도 16 -.149 -.203 -.094 75.436 61.065 15

<표 4-2> 영향요인별 효과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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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본특성과 시기특성이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이 전체 효과크기와 대분류별 효과크기에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중다 메타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 표

본특성은 표본의 평균 연령, 표본의 성별(여성 = 1, 그 외 = 0), 대학생

집단(대학생 = 1, 그 외 = 0), 직장인 집단(직장인 = 1, 그 외 = 0)이며,

시기특성은 자료수집 연도이다. 이외에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통적

가치관 요인에는 결혼의 필요성(결혼의 필요성 문항 = 1, 그 외 결혼관

문항 = 0)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에는 성별

재구성 집단 1(여성 = 1, 그 외 = 0), 성별 재구성 집단 2(남성 = 1, 그

외 = 0)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다 메타회

귀분석의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효과크기의 수()에 따라 독립변

수의 수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연령, 성별, 자료

수집 연도를 우선으로 포함하되, 효과크기의 수가 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요인 13.010(.023)

경제상황 43 .110 .085 .134 72.364 151.975 42 3.655(.161)

객관적 경제상황 17 .122 .084 .159 73.031 59.327 16

주관적 경제상황 10 .136 .086 .186 90.060 90.544 9

가족 경제상황 16 .081 .044 .119 45.293 27.419 15

직업특성 23 .085 .065 .114 81.360 118.023 22 8.210(.016)

직업유무 14 .057 .015 .099 53.105 27.721 12

상용직 여부 6 .161 .089 .230 86.058 35.864 5

일 만족도 3 .108 .030 .184 66.300 5.935 2
준거집단: 성별(여성 = 0, 남성 = 1), 연령(높음), 교육수준(낮음), 종교 유무(무 = 0, 유

= 1), 부모동거 여부(동거 안함 = 0, 동거함 = 1), 연애 여부(안함 = 0, 함 =
1), 연애 관계의 질(부정적), 가족관계의 질(부정적), 가족 이혼경험(있음 = 0,
없음 = 1),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긍정적), 성취지향성(높음),
경제상황(낮음), 직업 유무(무 = 0, 유 = 1), 상용직 유무(무 = 0, 유 = 1), 일
만족도(낮음)

k = 효과크기의 수, ESr = 효과크기, I 2 = 이질성 정도를 정량화한 I2-통계랑,
Q = 이질성 검정 Q-통계량, Qb = 효과크기 간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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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위계적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모형별 적합도를

살펴본 후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효과크기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Q = 4.52, df = 5, p = .477). 둘째, 관계적 요인의 효과

크기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Q = 2.11, df = 3, p = .550).

셋째,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 = 10.25, df = 4, p = .036). 독립변수로

투입된 연구특성 중 표본의 평균 연령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본 평균 연령의 기울기가 -.026으로

나타나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큰 경향이 있었다. 표본의 평균 연령

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 변화는 <그림 4-1>과 같다. 이

외에, 자료수집 연도와 성별 집단, 결혼의 필요성 문항 여부는 효과크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때, 결혼의 필요성 문항 여부는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이유가 결혼의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의 문항을 포함

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독립변수는

결혼의향과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는 결혼의 필요성 문항4)을 사용한 경

우(1)와 전반적인 결혼 관련 태도를 질문한 경우(0)로 코딩하였으며, 종

속변수는 전통적 결혼태도의 효과크기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투입된

결혼의 필요성 문항 여부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전통적 결혼태도 효과크기 내의 분산을 결혼의 필요성 문항

여부가 통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결혼태도의 효과

크기가 결혼의 필요성 문항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회귀모

4) 본 연구에서 결혼의 필요성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하지않는 게 낫다’부터 ‘반드시 해야한다’로 측정한 경우와 ‘귀하는 결혼이 인생에 있
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
다’로 측정한 경우, ‘귀하는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매우 필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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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 = 16.26, df = 3, p = .001). 독립변수로

투입된 연구특성 중 자료수집 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자료수집 연도의 기울기가 -.015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자료수집 연도가 최근일수록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큰 경향

이 있었다. 자료수집 연도에 따른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 변화

는 <그림 4-2>와 같다. 표본의 평균 연령과 성별 집단은 효과크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 = 13.01, df = 5, p = .043). 독립변수로 투입된

연구특성 중 직장인 집단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

면, 직장인 집단의 기울기가 .073로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었다. 직장인 집단 여부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

변화는 <그림 4-3>과 같다. 이외에, 표본의 평균 연령, 자료수집 연도,

성별 집단5), 대학생 집단은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여성(1), 그 외(0)으로 구성했던 성별 변수를 성별 재구성 집단 1(여성 =
1, 그 외 = 0), 성별 재구성 집단 2(남성 = 1, 그 외 = 0)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95%
신뢰구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성별 변수로 분
석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표본의 성별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속변수 연구특성 Coefficient SE
95% CI

p
Lower Upper

전체 효과크기 intercept 8.162 6.563 -4.701 21.024 .214
( = 275) 평균 연령 .004 .004 -.005 .012 .409

자료수집 연도 -.004 .003 -.010 .002 .218
성별a) -.037 .032 -.099 .025 .239
대학생 여부 .076 .042 -.006 .158 .070
직장인 여부 .026 .040 -.052 .104 .518

관계적 요인 intercept 10.093 12.288 -1.992 34.177 .412
효과크기 평균 연령 .008 .008 -.007 .023 .304
( = 33) 자료수집 연도 -.005 .006 -.017 .007 .411

성별a) .041 .055 -.067 .149 .455

<표 4-3>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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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표본 평균연령 간의 관계

전통적 가치관 intercept -11.044 15.606 -41.632 19.544 .479
요인 효과크기 평균 연령 -.026 .010 -.047 -.006 .012
( = 45) 자료수집 연도 .006 .008 -.009 .021 .435

성별a) -.096 .082 -.257 .065 .242
결혼의 필요성 .141 .103 -.060 .342 .169

대안적 가치관 intercept 29.592 7.899 14.110 45.073 .000
요인 효과크기 평균 연령 -.001 .006 -.013 .100 .809
( = 32) 자료수집 연도 -.015 .004 -.022 -.007 .000

성별a) .067 .043 -.018 .151 .121
경제적 요인 intercept -2.610 4.989 -12.389 7.169 .601
효과크기 평균 연령 .005 .003 -.002 .012 .134
( = 66) 자료수집 연도 .001 .003 -.004 .006 .612

성별a) .024 .025 -.025 .072 .340
대학생 여부 .068 .035 -.001 .137 .052
직장인 여부 .073 .026 .021 .124 .006

a) 성별: 1 = 표본이 여성인 연구, 0 = 표본이 혼성이거나 남성인 연구
주) 볼드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의 기울기(coefficient)와 유의도(p-valu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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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자료수집 시기 간의 관계

<그림 4-3> 경제적 요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직장인 여부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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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계량적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 선행연구의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이 효과크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총 49편의 결

혼의향 선행연구에서 산출한 총 275개의 효과크기를 활용하여 메타분석

을 실시하였고, 중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표본특성 및 시기

특성과 효과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인구학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관계적 요

인, 경제적 요인, 전통적 가치관 요인, 대안적 가치관 요인, 정책 요인의

대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인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연구단위

로 분석한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작은 효과크

기 수준이었다. 효과크기 단위로 영향요인의 대분류별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모든 대분류의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평균 효

과크기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관계적 요인, 대안적 가치관 요인, 개인 내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인 선행연구의 표본특성 및 시기특성이 결혼의향 영향요인

의 효과크기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평균

연령이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표본

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

다. 표본특성 중 직장인 여부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와 유의한 관계

가 있었으며,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연구보다 경제적 요

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자료수집 연도는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자료수집 시기가 최근일수록 대안

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대분류 체계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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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의 결혼의향은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도 세 번째로 크게 나타나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가치관

이 결혼의향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삼식, 2006)를

지지하며, 결혼 결정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혼패턴의 변화 배경에 있다는 논의(김혜영, 선보영, 2011)와 맥을 함께

한다.

이때, 전통적 가치관 요인에 포함된 출산의향의 효과크기는 전체 하위

요인의 효과크기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자녀가치의

효과크기도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크게 나타나 자녀관이 결혼의향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커플과 결혼커

플의 가장 큰 차이가 친밀성의 욕구가 아닌 자녀출산 및 양육의 욕구에

있다는 진미정과 성미애(2021)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출산의향과 긍정적 자녀가치가 결혼의향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나

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적인 맥락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

혼출산의 비율이 매우 낮고 출산이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출산의향이 높으면 출산을 위해 결혼의향이 높

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가족은 오랜 시간 부부중심 가족이 아니

라 자녀중심 가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부모가 된

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녀

의 가치와 부모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

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중심적인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의향이 줄

어드는 양상에 Leibenstein(1974)의 자녀효용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즉, 자녀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자녀가 주는 기쁨이 효용으로 다가오

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노후 보장을 위

한 비용 확보의 어려움이 결혼의 비용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 경우 결혼

의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표본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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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났다. 전통적 가치관 요인에는 결혼관(전통적 결혼태도, 긍정적

결혼이미지), 자녀관(출산의향, 긍정적 자녀가치), 가족관(전통적 가족태

도)이 포함되었으므로,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이 이

들의 결혼의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의향이 일정 연령 이전까지는 자의와 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임선영, 박주희, 2014; Stein, 1981)를 지

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에 따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

라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연령을 설정하거나, 연령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전통적 결혼태도를 측정할 때 결혼의향과 유사한 문항을 포함했기 때문

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나, 측정문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는 결혼의향과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여

나타난 측정오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치관 요인의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향에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나 부모 요인보다 개인의 인식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

혜민, 전귀연, 2018)와 맥을 함께 한다.

둘째,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 성취지향성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안적 가치관 요인은 대안적

결혼관(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 성취지향성)과 평등한 성역할태도

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 2의 인구변천 이론에서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태도의 확산과 자아실현 가치의 확대가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의를 지지한다.

성취지향성은 결혼이나 가족 형성보다는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태도

를 의미하는데, 분석결과 성취지향성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성취

지향성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 및 판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결혼의 개인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혜영, 2018)를 지지한다. 다만, 이것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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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선택인지(이순미, 2016), 가족에 대한 의존

을 강제하는 사회에 의해 가족형성을 기피하게 되는 것인지(박수민,

2017)는 본 연구의 결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혼기피 및 비혼

의 배경에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시하고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 태도가 있다는 점(최효미 외, 2016)을 고려할 때, 성취지향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은 효과크기를 보인 이

유는 결혼의 대안에 관한 응답자 본인의 수용성을 측정했다기보다는 사

회적인 차원에서의 허용성을 측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당위적 결혼관을 바탕으로 결혼 이외의 파트너십을 대안으로 여기기보다

는 비정상적인 혼인 형태로 인식해왔고(진미정, 성미애, 2021) 사회적 인

식이 변화하고는 있으나 실제 행동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

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대안적 파트너십을 선택할 의향이 없더라도 긍

정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의 문제로 태도와

의향 사이에 간극이 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결혼의향 간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측

정문항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료수집 시기가 최근일수록 대안적 가치관 요인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즉, 자료수집 시기가 최근일수록, 성취지향성이 높고 평

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결혼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와 성평등적 태

도의 확산으로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와 생활방식에 따라 결혼이행 여부

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성역할태도의

효과크기가 유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념적 차원에서 성평등주의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가족 내 젠더관계는 느리게 변화함에 따라 태도와

실제 간의 괴리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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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결혼의향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

에서 대안적 가치관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성취지향성을 대안적 결혼

관으로 구성하여 전통적 결혼관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선행

연구는 전통적 결혼관을 중심으로 결혼의향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대안적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성취지향성의 영향력을 면

밀히 살펴보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인구변천 이론과 비혼 관

련 담론에서 나타나듯 한국 사회의 결혼 관련 태도는 다원화되고 변화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치관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점도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서구의 문헌에서 결혼 관련 태도를 결혼타이밍, 결혼중요성,

결혼맥락, 부부관계, 결혼영속성, 결혼중심성으로 구분(Willoghby et al.,

2015)한 것과 유사하게, 후속연구에서는 가치관 요인을 세분화하여 결혼

의향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특정한 인구학적, 경제적 여건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영향력의 효과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대신 결혼, 자녀, 가

족 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등 가치관 요인이 결혼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선택을 인구경제적 관점에

서 설명하던 신가족경제 관점의 논의가 한국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있어

서는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인구경제

적 요인과 결혼 선택의 관계를 강조해왔다는 점(곽윤철, 2017; 박경숙,

김영혜, 2005)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개념이 결혼의향이라는 점에서 실제 결혼이행의

경우보다 가치관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것처럼 결혼, 자녀,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의향이 있더라도 경제적 요인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경

제적 요인과 결혼이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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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결혼이행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전효연, 2015),

정규직일수록 미혼남녀의 결혼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주휘정, 김민석,

2018).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의향과 결혼이행의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영향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성

별에 따라 다르다고 제시하였으나(김정석, 2006; 오세비, 박성철, 2018;

이상호 외, 2011; 이수진, 2005),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의 한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설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

우, 대다수 연구가 상관계수를 산출할 때 남녀를 통합하였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

성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표본이 여성인 연구와 그 외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영향요인과 결혼의향의 상관계수를 산출할 때

남녀를 구분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 후에 경

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후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순히 표본

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령,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의 효과크기는 직

장인 여부에 따라 달랐다. 직장인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미혼자를 대

상으로 하거나 대학생에 한정하여 조사한 연구에 비해, 직장인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때, 직장인

은 정기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고 있

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형태와 직종은 다양하지만, 직장인 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직업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았고,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직업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남녀가 현재의 소득과 잠재소득을

토대로 결혼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자신의 결혼의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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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불안정이 결혼을 어

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오창섭, 최성혁, 2012; 윤자영,

2012; 이상호 외, 2011)와 맥을 함께한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신가족경제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으나, 직장인 집단

에서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신가족경제 관점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학생 등 직장인이 아닌 집단은 본인 소득이

나 경제상황에 대해서 직장인보다 피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서, 경제

적 여건을 결혼의향과 연결 짓는 경향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

합해볼 때, 요인별 영향력이 응답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가족경제 관점의 논의가 특정 집단의 결혼의향

을 설명할 때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이론적 배경, 관심변수에 따라 적절한 표본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은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경험과 경험의 질이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커플관계의 만족도가 낮을 때 결혼에 대

한 생각이 낮고, 결혼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

(Gibson-Davis et al., 2005)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성인

자녀의 관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자연, 장진이,

2018)와도 맥을 함께 한다. 한편, 부모 등 가족의 이혼경험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결혼 관련 생각에

서 가족의 이혼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인

주의적 태도의 확산에 따라 가족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분리하여 생각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내적 요인의 경우에는 자아개념과 심리적 적응 모두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긍정적 자아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연애 및 결혼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유리 외, 2017)를 지지하며,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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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전효연, 2015)와 맥을

함께한다. 다만, 개인 내적 요인과 결혼의향을 연결하여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심리적 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측

면을 결혼의향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메타분석 연구는 필연적으로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결된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효과크기 산출에 필요한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많아서, 발표된 모든 연구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효과크기의

수가 부족하여 중다 메타회귀분석에 다양한 연구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

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상관계수를 제시한 선행연구가 많아져 다양한 연

구특성과 효과크기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선행연구는 결혼의향을 측정할 때 이분변수 혹은 연속변수의 형

태로 측정하였으나, 상관계수를 산출할 때 연속변수로 측정한 결과를 그

대로 투입하였는지,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않았다. 결혼 관련 태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

라질 수 있으나(박선영, 이재림, 심사중; 진미정, 정혜은, 2010), 본 연구

에서는 상관계수 산출방식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효과크기가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의향 측

정 문항과 응답범주를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코

딩하였는지에 대해 상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표본의 성별에 따

라 달라지지 않았으나, 이는 선행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

다. 대부분의 연구가 상관계수를 산출할 때 성별을 통합하여 산출하고

있어 본 연구는 표본의 성별 변수를 남녀로 구성할 수 없었다. 또한, 남

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남성 집단을 하나로 구성하기에도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추후 결혼의향 연구에서는 상관계수를 제시할 때

남녀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의 결혼의향을 살펴보는 연

구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될 경우 후속 메타분석 연

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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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포함 및 배제 준거에 따라 통합 효과크기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연구의 수( = 3)를 충족하지 못하는 변수의 경우 메타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적 맥락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결혼요구도, 주거 관련 요인, 정책 관련 요인

등이 제외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분석한 연

구가 다수 축적되어, 이를 포함하는 후속 메타분석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라 결혼 관련 정

책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정책 요인을 대분류 체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정책 요인을 살펴본 경우가 드물고, 정책 요인을

살펴본 경우 정책의 필요성이나 인식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정책의 필요성 인식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에는 정책

만족도, 정책 효과성 등 다양한 정책 요인과 결혼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

보는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결혼의

향 선행연구를 집대성하여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결혼의향 선행연구가 축적되면서

여러 영향요인이 분석되었지만, 영향요인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연구결과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력을 제시하여

학술적 논의를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이질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 간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결혼의향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한 변수를 살펴보

고 있었으며 연구 간 차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상충되는 양상이 나타났으

나 개별연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결혼의향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여 후속연구의 변수 설정 근

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대분류별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메타 회귀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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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향 영향요인이 표본의 평균 연령, 직장인 유무, 자료수집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의 영향력은 연구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결혼의향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대분

류별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설명함으로써 후속연구에서 연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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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대상 연구 및 표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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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정책 필요성 인식

2
권소영 외,

2017(남성)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저자 수집 2016년

결혼경험이 없고 부모 중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만 25-34세 남성 351명

연령, 이성교제 여부, 교육년수, 본인 월평균수

입, 부모 월평균 수입, 상용직 유무,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재정적 지원,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 노부모 부양에의 태도, 부모에 대한 애정
3

권소영 외,

2017(여성)

결혼경험이 없고 부모 중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만 25-34세 여성 391명

4
기나휘, 유계숙,

2019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학술지

(여성연구)
저자 수집 2018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남녀

332명

성별, 연령, 종교유무, 월평균 소득

5 김상윤, 2021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

광역시 30~44세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20년

만 30-44세 미혼남녀

400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이성교제 여부, 부모 동

거여부, 부모의 결혼자금지원 가능여부, 일-여가

균형, 월평균소득, 총자산, 취업여부, 결혼관,

자녀관,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우울감, 주

관적 행복감

6
김수경, 최승미,

2019

미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가치관과의 관계에서 이

성관계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저자 수집 2016년

만 20-32세 미혼남녀

266명
자기관, 결혼이미지, 이성관계 경험

7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인문사회21)

여성가족

패널
2016년

만 25-34세 미혼여성

790명

연령, 이성교제 여부, 교육수준, 일자리 유무,

결혼가치관, 성역할가치관

8 김은희, 2021
부모의 부부관계, 성인애착 및 가족탄력성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미표기

만 25-39세 미혼남녀

283명
부모의 부부관계, 성인애착, 가족탄력성

9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학술지

(한국인구학)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년

만 20-44세 미혼남녀

2640명

부모의 이혼경험, 형제자매의 이혼경험, 부채 유

무,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10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학술지

(사회과학 연구)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9년

만 20-44세 미혼남녀

3,314명
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11 김진아, 2014
미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사랑․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의사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미표기

만 19세 이상 대학생 남녀

249명
부모의 부부관계, 사랑에 대한 태도

12 김현진, 2020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

와 성차별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미표기

만 20-29세 미혼 대학생

여성 226명
성역할태도, 부모 동거여부, 이성교제 여부

13 김혜정, 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09년 미혼남녀 197명 자녀출산의 필요성, 희망 자녀 수

14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

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한국가족복지학)
여성가족패널 2008년

만 20-44세 미혼여성

824명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구 총 소득, 결혼 가치

관, 가족 가치관, 가족 내 역할가치관, 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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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15 박아현, 2020
미혼남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

계, 성인애착의 유형화와 결혼의향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19년

만 20-39세 미혼남녀

380명

부모의 부부관계, 모-자녀/부-자녀 관계, 성인애

착

16 박주희, 2017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

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저자 수집 2016년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남녀 300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정규직 유

무, 근무시간

17
소미현, 강현숙,

2021

여대생의 결혼관 및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 경기지역 일부 여대생을 중심으로

학술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

학회지)

저자 수집 2020년
만 19세 이상 전문대학

재학 중인 여대생 254명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수준, 결혼관, 재무스트

레스

18
송흠,

2021(남성) 대도시 남녀 대학생의 결혼관 및 결혼의향과 관련

요인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21년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인 대학생 남성 104명 가족소득, 종교유무, 결혼관, 성역할인식, 부모

의 이혼경험, 부모의 부부관계, 모자녀 관계
19

송흠,

2021(여성)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인 대학생 여성 106명

20
양다연, 유계숙,

2020

대학생의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이 결혼 및 출산의

향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학술지

(생애학회지)
저자 수집 2018년

서울 소재 대학생 남녀

327명

성별, 연령, 종교유무, 이성교제 여부, 부모의

경제적 지원비,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 주관적

안녕감, 출산의향

21 양수진, 2017

미혼남녀의 데이팅 의례가 커플관계 만족도와 결

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데이팅 의례에 대한 만족

도의 매개효과 -

박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15년

서울에 거주하면서 교제

중인 20~30대 미혼남녀

300명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상태, 본인 원평균

소득, 가족 월평균 소득, 생활수준, 교제기간,

현재까지 교제 횟수, 교제 만족도, 데이팅의례

만족도

22
오세비, 박성철,

2018

후기여자청소년의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

는 영향

학술지

(가족과 가족치료)
여성가족패널 2016년

만 19-24세 미혼 여성

291명
종교유무, 이혼관

23
원아름, 박정윤,

2015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

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가족과 가족치료)
저자 수집 2014년

이성교제 중인 만 20세

이상 미혼남녀 411명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부모님 결혼형태,

가정월평균 소득, 직업유무, 결혼관, 가족건강

성, 이성교제 관계의 질

24
유계숙, 김민정,

서진솔, 2019

미혼 청년층의 성공적 결혼에 대한 태도가 독신성

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한국생활과학회지)
저자 수집 2019년

만 25-39세 미혼남녀

307명

성별, 연령, 취업여부, 주관적 생활수준, 이성교

제 유무

25
유계숙, 이수빈,

2020

남녀 대학생의 부부역할분담 시나리오가 결혼·출

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저자 수집 2018년

남녀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남녀 321명

성별, 연령, 지각된 생활수준, 이성교제 유무,

부부역할분담 시나리오, 출산의향

26 윤유경, 2018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요

인
박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17년 20-30대 미혼남녀 387명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중요성, 배우자선택 조건

27
윤태실, 민주홍,

2020

부모-자녀 쌍(dyad)자료를 활용한 가족가치관과

미혼성인자녀의 결혼의향과의 관련성: 세대관계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저자 수집 2019년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청년 남녀 175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수입, 결혼제도에 대한 가치관, 성평등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

28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

향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년

만 20-44세 미혼남녀

2640명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의 도구적 가치, 혼전동거

에 대한 태도

29 이정은, 2018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

구
박사학위 논문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2015년
만 20-44세 미혼남녀

1287명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부모 동거

여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정책 필요성

인식,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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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30
이지나, 황명진,

2020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지

(민족문화논총)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2015년
만 20-44세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남녀 1,884명
성별, 이혼관, 동거관

31
임병인, 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2018년
만 25-39세 미혼남녀

1,208명

나이, 교육수준, 취업여부, 동거 태도, 혼외임신

태도, 이혼 태도, 자녀 필요성, 부모가치, 자녀

정서적 가치, 성분업적 역할규범 태도, 양육책임

태도

32
임선영, 박주희,

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저자 수집 2012년

만 30세 이상 미혼남녀

300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33 정병삼, 2021
한국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성별차이 분석

학술지

(여성연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19년

만 19-39세 청년 남녀

3,530명
성별, 부모소득 수준, 고용안정, 출산의사

34
정차숙, 김진숙,

2020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문화기술의 융합)
저자 수집 미표기 20-30대 미혼남녀 411명 결혼가치관, 결혼이미지

35
조선아, 유계숙,

2018

서울시 남자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혐오에

미치는 영향: 결혼의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가족과 문화)
저자 수집 2016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남자대학생

256명

연령,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이성교제 경험

유무, 삶의 만족도

36
조성호, 변수정,

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저자 수집 2018년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3,001명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 여부, 본인 명의 부

동산 여부

37 조예랑, 2020
발현성인기(20-29세) 청년의 가족건강성, 결혼가

치관, 성역할태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16년

만 20-29세 청년 남녀

297명
가족건강성, 결혼가치관, 성역할태도

38 조윤정, 2007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06년 미혼 여대생 328명
부모의 부부관계 친밀도,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본인의 가족생활 만족도

39 조진영, 2016
30대 미혼성인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관계 특성

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저자 수집 미표기

30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남녀 207명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고용형태, 부모

동거 여부, 가족주의 가치관

40 지혜, 2014
30, 40대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 비교

-1인가구와 가족동거가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여성가족패널 2010년 30, 40대 미혼여성 240명

연령, 교육수준, 부모님 생활비, 현재하는 일,

월평균 소득, 성역할태도, 성취지향성, 결혼의

필요성

41
진미정, 성미애,

2021

청년층의 동거 경험 및 동거 수용성과 결혼 의향

의 관련성

학술지

(가정과삶의질연구)
저자 수집 2019년

만 25-39세 미혼남녀

446명

성별, 연령,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원가족관

계 만족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 동

거 수용성

42

진미정, 정혜은,

2010

(2005년 자료)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학술지

(한국인구학)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년
만 20-44세 미혼남녀

2670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의 필요성, 자녀의 정서적 가치, 성분

업적 역할규범 태도, 남성고정적 생계책임 태도
43

진미정, 정혜은,

2010

(2009년 자료)

2009년
만 20-44세 미혼남녀

3311명

44
최연주, 안정신,

2020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 유형에 따른 결혼의

향과 가족건강성

학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저자 수집 2020년

만 25-36세 미혼남녀

341명
성별, 결혼관, 자녀관, 가족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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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정현,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기관이 결

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저자 수집 2021년 미혼 대학생 남녀 342명

성별, 연령, 종교유무,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부부관계, 자기관

46
한지승, 김미례,

2020

교류분석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에 근거한 미혼남

녀의 결혼의향

학술지

(교류분석상담연구)
저자 수집 2020년 20-40대 미혼남녀 549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자아상태, 인

생태도,

47 홍성희, 2020 20-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
학술지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한국종합사회

조사
2018년 20-30대 미혼남녀 292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관계 만족도, 가계경

제 만족도, 결혼제도 인식, 가계계승 가치관, 가

족우선 가치관, 부모역할 가치관, 성역할 가치

관, 자녀 가치관

48 황인자, 2020
미혼여성의 일 만족도와 가족가치관, 건강과 여가

생활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21세기사회복지연구)
여성가족패널 2018년 취업 미혼 여성 819명

일 만족도, 스트레스, 우울, 여가생활만족도, 전

통적 가족가치관, 근대적 가족가치관

49 황인자, 2021
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

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저자 수집 2019년

20-40대 미혼 직장인 남녀

480명

성별, 연령, 교육기간, 월평균 소득, 본인 자산

총액, 부채유무, 부모의 경제수준, 부모 동거 여

부, 부모의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본인의 고

용형태, 본인의 직무만족도, 정책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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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출판편향 검증방법 및 분석결과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이란, 연구결과의 속성 및 방향에 의해 연구

가 출간되거나 출간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통계적 유

의성에 따라 연구의 발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서랍효과; file

drawer effect; Rosenthal, 1979) 개별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메타분

석에서는 출판편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판편향으로 인해 개별

연구가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별될 경우 분

석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학위논문과 같이 출판

되지 않은 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의 결과가 출판된 연구만을 포함한 결

과에 비해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Ferguson & Brannick,

2012). 본 연구에서도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출판편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판편향의 여부를 살

펴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깔때기 그림, Egger의 회귀분석, Duval과

Tweedie(2000)의 Trim-and-Fill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첫째,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은 축(효과크기)과 축(표준오차)으로
하여 효과크기의 분포를 시각화한 자료이다. 깔때기 도표는 개별연구의

표본이 커질수록 표준오차가 감소하고 정밀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출판편향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크기의 편차가 거의 없어 분

포가 좌우대칭인 깔때기 모양을 이루게 된다. 반면, 편향이 있는 경우에

는 결측 연구가 존재하게 되면서 분포의 모양이 비대칭을 보이게 된다.

둘째, Egger의 회귀분석은 효과크기와 표준오차 간의 상관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분포의 비대칭성을 수치화하는 방법이다. 표준화된 효과크기의

정확도를 바탕으로 추정된 회귀식의 초기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출판

편향이 없다고 본다(Egger et al., 2001). 마지막으로, Duval과

Tweedie(2000)의 Trim-and-Fill 방법은 깔때기 그림에서 효과크기의 분

포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경우, 보고되지 않은 효과크기를 추정하여 넣

음으로써 대칭적인 분포를 구성하고 편향되지 않은 효과크기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향 검증을 위해 우선,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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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효과크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효과크기의

깔때기 그림은 <부록 그림>과 같다. 부록 그림 중 위의 그림은 축에
표준오차를, 아래의 그림은 축에 정밀도(표준오차의 역수)를 둔 깔때기

도표이다. 두 그림에서 점은 개별연구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수직선은

통합추정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점이 통합추정치에 대해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판편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출판편향의 통

계적 검토를 위해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초기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intercept = .836, df = 267, p = .231). 즉, 효과

크기와 표준오차 간에는 상관이 없으므로 출판편향이 없다고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Duval과 Tweedie(2000)의 Trim-and-Fill 방법을 사용하

여 출판편향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정값(adjusted values)으로의 보정을 위해 추가한 논문(studies

trimmed)은 0개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전체 효과크기에 출판편향

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그림> 출판편향 깔때기 그림(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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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arital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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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meta-analys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integrate previous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various factors

and unmarried Koreans’ intentions to get married. Although a number

of Korean studies have investigated relationships between numerous

factors and martial intentions, it has been difficult to integrate and

compare the results. A meta-analysis is needed to examine the

strength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ous factors and marital

intentions an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previous studies are

associated with the effect sizes.

In this study, the factors related to marital intentions were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a) demographic, (b) intrapersonal

(self-concept, psychological well-being), (c) interpersonal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d) economic (economic situation,

job characteristics), (e) traditional attitudes (traditional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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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marriage, traditional family values, traditional attitudes toward

parenthood), (f) alternative attitudes (attitudes toward alternative

partnerships,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and (g) policy. The

researcher thoroughly reviewed the journal articles,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that were published by September 21, 2021

and retrieved correlation coefficients from 49 independent samples

with a combined total of 42,673 participants. This yielded 275 effect

sizes used for the meta-analysis. Multiple meta-regression analysis

was also used to examine whether sample characteristics and the

year of data collection were associated with the effect sizes.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sizes

of all classified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y are

presented in the order of effect sizes. Traditional attitudes had the

largest effect size (ESr = .405) followed by interpersonal (ESr =

.164), alternative attitudes (ESr = -.183), intrapersonal (ESr = .198),

demographic (ESr = .110), economic (ESr = .105), and policy (ESr =

.084) factors. Among the demographic factors, gender had the

strongest association with marital intentions followed by religious

status, age,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educational level. As for

intrapersonal factors, a positive self-concept had a greater effect size

compar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For interpersonal factors, the

quality of romantic relationships had a greater effect size than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mong traditional attitudes, intention

to have children had the largest effect size followed by traditional

attitudes toward marriage, positive attitudes toward parenthood, and

overall traditional family-related attitudes. The strength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alternative attitudes and marital intentions were

the order of self-achievement orientation,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and attitudes toward alternative partnerships. For economic

factors, the effect size was the greatest for full-tim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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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by economic circumstances, job satisfaction, and job status.

The multiple meta-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ean

age of the samp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effect size of

traditional attitudes. The lower the mean age of the sample, the

larger the effect size for the traditional value factor. The year of data

collection also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ffect size of

alternative attitudes. More recent data showed a larger the effect size

for alternative attitudes. In addition, samples consisting of office

workers ha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effect size of economic

factors and the effect size was larger compared to samples with

mixed occupations or college students indicating that economic factors

influenced marital intentions.

The present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factors related to intention to marry were

systemically classifi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Second,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were

integrated by calculating the average effect sizes using meta-analysis,

and the effect sizes were compared. The results can help future

researchers design studies that investigate marital intentions. Finally,

the heterogeneity of the effect sizes by category suggests that sample

characteristics and period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understanding marital intentions.

Keywords: Intention to marry, meta-analysis, low fertility rate,

family-related attitudes, attitudes toward marriage

Student Number: 2020-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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