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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서 지난 수년간 출산율 1위 자리를 

지켜온 세종시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영향요인 때문에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

는지 출산모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세

종시의 특성이 다른 도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도시 환경에 대한 전반을 먼저 

살펴본 후 문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출산 영향요인을 설문하였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매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7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를 달리고 있으며 지속해서 고(高)출산 추세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만의 고(高)출산 현상에 주목하여 세종시의 출산 관련 환경이 다른 도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세종시만의 도시적인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

을 찾아낼 때 연구 대상은 세종시에서 출산을 이미 경험한 여성만을 중심으

로 하여 여성들이 출산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출산을 가임여성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이

라는 수치로 접근하였으나, 본 연구는 어떠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여성들

이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문헌 결과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종시 출산 관련 

환경을 검토한 결과 세종시에서 출산한 여성의 경우 고연령 및 고학력, 고소

득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무주택 부부의 비율이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가

장 많았다. 이에 세종시의 출산 여성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자녀 출산 시 대학원 이상 고학력인 경우가 다른 도시보다 2배 가량 

많았고, 첫째아 출산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고령이었기 때문에 출산에 각종 

불리한 조건을 다수 갖추고 있음에도 출산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여성들의 출산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던 특

성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세종시 여성들이 다른 도시보다 출산을 많이 결심하게 된 데에는 

출산 후 배우자의 육아참여도 및 육아 지원 정도가 다른 도시보다 높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세종시 여성들은 다른 도시보다 육아휴직 사용기한이 월등히 

길었다. 여성들이 영아기에 자신의 자녀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의지를 증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종시 

여성들이 다른 도시보다 고용 부분에서 안정성이 높다거나 고용 환경이 우

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세 번째로 세종시의 직주 근접 도시계획이 여성의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 가사 및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긴급하게 양육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도 본인 

혹은 배우자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도시의 경우 양육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친정식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로 세종시는 소득대비 주거부담이 매우 낮았다. 세종시의 부부 연소

득은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소득 

부부가 많은 데에 반해 설문결과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10% 이하인 

부부가 35% 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소득이 높은것에 반해 주거비 부

담이 매우 적은 것이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세종시 출산 여성들은 ‘고학력’인 비중이 높아 경력단절 이

후에도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출생신고 통계결과 세종시 출산모

들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 비중이 16%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끝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출산 여성들은 도시환경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에게 편리함을 느끼도록 

하여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후속출산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토대

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향후 정부에서 여성의 출산에 친화적인 환

경을 조성할 때 어떠한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출산의지, 저출산, 출산율, 여성, 세종시

학  번 : 2018-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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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전년도 한국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을 갱신하였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1명의 절반 수준

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연속으로 

7년째이다.

 최근 7년간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고 칭함)만이 출생아 수가 지

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서울시(전국 최저) 0.67명, 세종시(전국 최다) 

1.47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찾고 저출산을 탈출하기 위한 

출산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정작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출산에 관한 양적 연

구에서 세종시를 특별히 거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연구만으로는 

출산에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들이 조명하지 않았던 여성이 심리적으로 출

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출산에 관한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는 용어로는 ‘출산의도’, ‘출산의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출산의도’나 ‘출산의지’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전승봉, 

2020) 출산모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긴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자료

를 토대로 통계 수치에서 밝히지 못했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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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이 출산을 할 때 그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정요인을 설문 응답

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지난 수년간 출산율 1위 자리를 지켜온 

세종시의 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 출산모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1]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매경이코노미 2124호)

2. 연구의 목적

 저출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출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출산

율 1위 도시인 세종시가 왜 출산율이 높은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에 미치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종시의 출산 관련 통계를 통하여 이 곳만의 특별한 점

을 파악하고, 이러한 통계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점은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즉 통계에서 특별하게 밝혀진 점

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여성들의 출산의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세종시에서 출산한 여성들이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아래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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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출산율과 출산정책에 관한 것으로,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향후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1위

인 세종시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은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편이 아니며 오히려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일례로 세종시와 인접한 시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공주시의 출산장려금은 200만 원, 계룡시는 500만 원인 데에 반해 세종시의 출

산장려금은 120만 원으로 이웃 도시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기존의 연구는 출산율과 출산 인프라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양적 연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인프라 지표는 아동 n명당 보

육 시설 개수, 유치원 개수, 어린이집 개수, 소아청소년과 개수, 장난감 대여소 

개수, 도서관 개수, 임산부 주차장 개수, 1인당 녹지율, 1인당 어린이공원 개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연구에서 세종시가 우수 시군으로 거론된 연구

가 전무하다. 

셋째로, 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출산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가족

패널자료,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 등 국가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패널 다항로짓분석(Panel Multinomial Logit Model) 혹은 패설 선형회귀분석

(Panel linear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표본이 풍부하여 보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미 가지고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표본을 분석하기 때문에 설문 결과에서 알아

내지 못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증분석 연구의 경우 여성의 출산하는 결심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

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조명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놓친 출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출산을 경

험한 자들의 설문 문답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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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는 7년 연속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세종시

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출산모 및 세종시 출산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

상으로, 세종시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출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대상은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

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였던 시기인 지난 7년간으로 제

한하였다. 모집대상으로는 세종시가 합계출산율 1위를 하던 첫 해인 2015년부

터 2022년 현재까지 기간 중에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에서는 현재 임신중인 여성을 포함하였다. 응답

자 연령대로는 주출산 연령대인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용어 정리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출산에 관해 연구

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출산에 관한 연구에서는 출산 지표로 흔히 ‘합계출산율

(TFR)1)’이나 ‘조출생률(CBR)2)’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가임여성 전체가 아니며 실제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출산 결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인 ‘비율’이 아닌 출산

의도 및 출산의지라는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가임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한 자녀의 수(출처: 박경숙(2017))

2)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 당해 연앙인구 전체에 대한 해당 기간 총출생한 인구의 비율(출처: 박경숙(2017))



- 5 -

3절 연구의 질문

본 연구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항상 합계출산율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출산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여성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왜 다수의 여성들이 세종시에서 결심하게 된 것인지, 사회적 통념처럼 단순히 

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것 이외에 여성들이 이 도시에서 출산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세종시 출산율 1위인 이유를 조명

해보기 위하여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원인을 추적해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 세종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종시 출생신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출생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세종시 출생아 중 대학원 이상 고학력 출생모(出生母의) 비율이 전체 여성 중 

15% 이상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약 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콜드웰 등 보편적인 출산관련 연구에서 여성의 학

력과 출산력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론과는 반대로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둘째로 세종시 평균 출산연령을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 다음으로 가

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둘째

아나 셋째아의 출산 연령을 배제한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을 보면 더욱이 두드

러지는데, 2020년 세종시의 평균 초산 연령은 33.33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자가를 점유할 경우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만7년 이하의 신혼부부의 무주택자 비율은 62% 이상으로 

전국 평균인 57%보다 5%가량 높은 수준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 다음으

로 부주택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넷째로 부모들의 선호도 및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보

육기관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33% 이하로, 아직 과반 이상이 사립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

울시의 비율이 50.2%를 상회함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다섯째로 세종시의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료 지원은 주변 도시에 비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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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일례로 인접 시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공주시의 출산장려금은 

200만 원, 계룡시는 500만 원인 데에 반해 세종시의 출산장려금은 120만 원으로 

이웃 도시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지원률 때문에 세

종시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의 지원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출산에 불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합계출산

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과 통계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세종시

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만7년 이내 부부의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5% 이

상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준공연도는 2012년

으로 다른 시군의 공동주택보다 훨씬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준이다. 두 번째로 

세종시의 신축아파트의 59m2 전세 가격은 평균 2~3억수준으로 수도권이나 기타 

광역시 등지와 비교하면 매우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

년층 주거특성 연구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자가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였으며, 79.2%가 전세 혹은 반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는 것을 감안할 때 세종시의 낮은 전세 부담금이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도시환경은 보행자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전체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이에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 여성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적절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의 인구밀

도는 2020년 기준 761.3명/㎢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띠고 있다. 

이희연(2003)·박권태(2020)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에 적응

하기 쉽기 때문에 출산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종시도 체감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점이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세종시는 부부간 양성평등 만

족도가 높으며 부부관계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10.5%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

다. 즉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사이가 좋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

이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통계청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신혼부부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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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보다 약 6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의 신혼부부

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기 때문에 출산의도를 높였

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종사자수가 많다고 알려져있는데 

이에 임신·출산에 따른 근무환경이 유연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자

녀 출산 휴 유연근무제 혹은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단축근로제 이용 비율이 높

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가 출산의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여, 여

성들의 입장에서 출산을 결심하게 만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 설문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구분 가설

인구부분 세종시 여성은 고연령, 고학력이더라도 출산의도가 높을 것이다.

고용환경 세종시 여성은 근무환경이 유연하고 탄력적일 것이다.

도시환경 세종시민은 도시환경에 만족도가 높아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주택부분 세종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비용이 낮아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정부분 세종시는 남편의 육아참여도가 높아서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표 1-1] 연구 가설

 연구 질문과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실제 세종

시에 관련된 데이터를 찾고 이러한 연구 질문에서 가정한 이론이 실제 통계수

치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후, 일치되는 질문들만을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양상

을 살펴볼 것이다. 



- 8 -

4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간 세종시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관점에서 출산

을 결정짓게 한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에 대하

여 먼저 세종시의 전반적인 여성 및 출산 관련 특성을 ① 데이터 연구방법 및  

② 설문 연구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로, 데이터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가설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이 세

종시와의 현황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관련해서는 세종의 출산 분

야 데이터를 ‘통계청 통계조사 전반, 여성가족패널조사, 세종생활 홈페이지 내 

통계자료, 세종도시기본계획 2030’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

 둘째로, 설문 연구에서는 앞서 검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지역 맘카페인 

‘세종맘카페’ 및 전국 맘카페인 ‘맘스홀릭베베’의 지역 방을 대상으로 

출산모를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고자한다.

설문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연구자의 가설을 통계조사로 검증한 후, 이러한 

통계조사에서 검증하지 못한 항목들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통

계조사를 통해 우선 출산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찾아본 후 세종시만의 특징을 

잡아내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한다.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었던 연구가설이 실제 통계 자료와 부합하였는지 검증한다. 앞선 

통계조사 데이터에서 검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가설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데이

터들을 따로 수집하여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작성한다. 설문항목의 

범주는 기존에 출산의도 혹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하여 연구되었

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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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의 세부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종시 사람들의 직업, 나

이, 출신 지역, 소득, 세종시 주거특성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내용 전반을 문헌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다. 둘째, 설문조사 질문지를 작성한다. 설문 내용은 통계

조사에서 검증하기 어려웠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주로 선정하여 질

문지를 구성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실제로 진행한다. 설문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임신 혹은 출산을 한 적 있는 기혼여성이며 연령은 20대부터 

40대까지로 제한한다. 설문지는 기본군인 세종시에 100부 이상, 대조군으로는 

대전시를 설정하여 50부 이상 배부하여 응답을 수집한다. 넷째, 설문 내용을 분

석한다. 설문항목별로 눈여겨볼 만한 사안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

주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원인을 추출한다. 

[그림 1-3]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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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한다.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본 연구의 주요내용

과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소개한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

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세부 연구방법을 고찰하였는데 세종시에서 출산을 경험

한 여성들이 출산에 결정 짓게 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산모(母)를 모집하

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출산 관련 이론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출산 이론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

는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의

지 및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한 연구와 출산 및 보건, 여

성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본 후 세종시의 출산 환경을 살펴보

았다. 또한 세종시 출산모들에 대한 통계적 특징이나 출산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사회조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헌 및 통계 조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

했던 연구 가설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 단계를 거쳤다. 

제4장에서는 통계조사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앞선 단계에서 검증하지 못

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앞선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연구자만의 가설을 설정한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설문 조사

를 진행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요인을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제언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한다.

[그림 1-4]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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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

헌

연

구

연구의 범위

연구의 질문 및 가설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이론적 고찰

이론적 배경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장

세종시 출산 환경

세종시 기본 환경

통

계

조

사

출산 관련 통계

출산모 관련 통계

결혼·출산 가치관

제4장

출산의지 영향요인 분석

연구 가설 검증 및 재설정

설

문

조

사

설문 조사지 작성

설문 조사 진행

결과 분석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제언

[표 1-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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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출산 관련한 요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도 및 출산의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경제

적·정책적·가정적·물리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분류방식은 이희

연의 인구학(2003) 서적과 다수의 논문을 참고한 것이다. 

이희연(2003)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희연(2003)에 따르

면 생물학적 요인은 출산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여성의 가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이 단순히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 요인

으로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혼인 등이 해당된다고 하

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녀 출산이 경제적인 효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는 이론에서 근거한 것으로, 크게 부부의 소득이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근거 이론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별출산력이론은 출산이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배

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출산경제학이론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

해 경제학적 손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되며, 소득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지위

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출산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도시나 농촌 등 어느 지리공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도 

출산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한 

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농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박권태(2020) 등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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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순(2011)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개인

적·경제적·사회적·가족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접

근으로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호, 문화적인 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경

제적 접근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출산이 결정된다는 ‘소득 결정이론’과 자

녀가 더 이상 노후보장 수단으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녀 출산 규모가 줄

었다는 ‘경제적 종속이론’ 등이 해당된다. 사회적 접근으로는 여성이 경제활

동 이후 주어진 사회적 규제나 규범 때문에 출산 기피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

이다. 가족적 접근으로는 일·가정 양립곤란이론 및 양성평등이론이 해당된다. 

일·가정양립곤란이론은 여성이 일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출산 

기피를 야기한다는 것이며, 양성평등이론은 가정 내 가사와 육아 분담의 평등성

이 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현욱(2013)은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첫째로 인구학적 요인 둘째로 가치

관적 요인 셋째로 경제적 요인 넷째로 사회·문화적 요인 등 총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학적인 요인은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증가, 여성 미혼율

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 해당된다. 가치관적인 요인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요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율 증가,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해당된다. 사

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성, 이혼율의 증가, 보육 및 육아시

설 수 등이 해당된다.

조아라(2018)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경제적·가

족적·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여성이 어떤 사회경제

적 배경에 속하는냐에 따라 출산 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차별출산력 이론을 

토대로 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소득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족관련요인은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분이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관련 요인은 개인의 출산의사 결정이 국가나 사회의 

개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의 출산 관련한 정책 및 제도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강유선·김찬우(2018)는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첫 번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두 번째 경제적 요인, 세 번째 심리 및 가치관적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

로 분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여성의 연령과 학력, 취업여부, 첫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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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요인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나, 출산비용 및 미래 

교육비, 양육 비용 등 아동지출비에 대한 것들이 해당된다. 심리 및 가치관적 요

인으로는 양육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 자녀가치, 가족상호작용, 양육분담과 같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분류 방식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이희현(2003)

의 분류방식을 토대로 생물학적·사회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치

환하였고, ‘경제적 요인’은 그대로 차용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차별출산력 요인 중 도시나 시골에 따라 출산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물리환경적 요인’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외에는 조아라(2018)와 

이인순(2011)의 ‘가족 관련 요인’ 및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제목 저자 요인 분류

인구학－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이희연(2003)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차별출산력 이론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 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이인순(2011)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현욱(2013)

인구학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에 영향 미치는 요인 조아라(2018)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적요인, 정책적 요인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소득과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강유선·김찬우

(2018)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심리 및 가치관적 요인 

▼

본 연구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표 2-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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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분류 방식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의 출산의지 

및 출산의도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정적 요

인, 물리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류방식에 따른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여성의 연령이나 학력, 혼인여부 등이 해당된다. 경제

적 요인은 여성의 취업 및 고용여부, 주택 가격이나 점유 여부, 소득 등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다. 정책적 요인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임신 

및 출산 장려 정책과 각종 제도가 해당된다. 가정적 요인은 가정 내 양성평등과 

일·가정양립, 남편의 가사노동 및 육아지원가능성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물리환경적 요인은 본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관점으로 여성이 거주

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따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접근이다. 

구분 세부영역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학력, 혼인여부, 혼인시기

경제적 요인
취업여부, 고용안정성,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주택보유여부, 

주거부담에 관한 부분, 아동지출비 부담감

정책적 요인 임신 및 출산장려정책, 보육 환경, 양육 환경, 보육 및 양육 지원정책

가정적 요인
가사노동분담, 가정양성평등, 일가정양립, 남편의 육아참여,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삶의만족도, 자아존중감

물리환경적 요인
도시 및 농촌 여부, 도시 규모, 인구밀도,  출산 편의 시설, 

아동 친화 시설, 놀이시설 

[표 2-2] 출산의지 영향 요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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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산모(出山母)의 연령

이나 학력, 혼인 여부 등이 있다. 

1) 여성의 출산 및 초혼 연령

먼저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연령이다. 기혼여성의 

경우 첫 출산을 결심할 때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조아라, 2018).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물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모의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초혼 연령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여

성의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나 모의 연령이 출산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선·김찬우 2018; 오삼권·권영주, 2018;전은

화, 2015). 임현주(2013)은 여성의 초혼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인 

경우 후속출산을 더 많이 계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

에 따르면 평균 출산 연령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미(2017)

는 20대 여성의 출산율은 1993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보이

는 반면,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2012년부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30대 이상의 고령산모의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이, 남주희(2007)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에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의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 여성의 학력 

여성의 학력과 관련된 요인인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학력과 출산력은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는데, 콜드웰(Caldwell)과 같이 학력과 출산력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결과는 여성의 학력의 높을수록 출산력이 낮게 나타나고, 여성들

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거나 의식이 향상될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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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아라, 2018 재인용). 여성의 고학력은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전적인 이론에서도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을 음의 관계로 보고 있다(임현

주, 2013 재인용). 

오은진, 김소연(2021)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출산 및 육아와 

관계에 대하여 서양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된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지난 100여년간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1980년

대를 기점으로 결혼 및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는 시각이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고학력화는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킨 결정

적인 요인이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

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제불황 등을 겪으며 여성의 경력 유지가 불

확실해지자 고학력화된 여성의 출산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학력 여성들이 첫 출산 시기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체로 이러한 출산 연기에도 

불구하고 첫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미란

(2010)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가치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

으며, 남주희(2007)에서도 여성의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출산의도가 낮아짐을 방증하였다. 

3) 여성의 혼인

여성의 혼인과 관련해서는 점차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한진(2020)은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미혼남녀의 미래 결혼 지연 영향 요인은 결혼에 관한 

인식, 월 소득, 취업 여부로 나타났으며, 현재 결혼 지연의 영향 요인은 현 직장

의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결혼 및 출산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고학력 여

성일수록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지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정병삼, 2021; 

이미란, 2010), 실제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류기철·박영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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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삼(2021)은 한국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만15세~만39세 사이 청년인구의 경우 결

혼 및 출산의도에 대해 남녀 성별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결혼의 

경우, 결혼희망 응답 비율이 전체 청년 중 45%에 불과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 

응답률인 51%보다 12% 낮은 39%만 그렇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여

성보다 결혼희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거소유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여성의 결혼의도와 실제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거소유의 기대감이 결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남자 청년들이 주거소유에 대한 실질적 부담

이 더 크고 이는 결국 남성의 결혼과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수준에서도 남녀 성별차

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에서 남성들은 결혼의사가 높은 

반면 여성들은 결혼 기피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수

록 사회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경력개발 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이 경력단절

로 이어지는 문제를 기피하기 위함으로 여겨졌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취업 혹은 

고용 부분, 주택 부분, 소득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고용 부분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

용 부분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고용환경이 출산 전후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출산 이후에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 경우 출산의지를 높이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취업 여성에 출산의지에 대하

여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취업 여성의 경우 먼저 ‘정

규직 여부나 고용안정성’이 출산 의사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는 논문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송유진 2009; 이현옥 2011; 김일옥·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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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2015; 전은화 2015; 이승주 ·문승현 2017; Naohiro Ogawa 2020). 일례로 송

유진(2009)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의 경우 출산

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성들은 

출산을 자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 둘째자녀와의 

터울이 비취업여성보다 짧았는데 이는 출산과 육아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한 후 직업에 복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유진·김소연(2021)은 일자리 지위가 낮은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단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비상용근로자 집단까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성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였다. 

Naohiro Ogawa,(2020)는 정규직 여성 중 육아휴직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보다 후속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현옥(2011)은 출산의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치관 영역을 제외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꼽았다. 

한편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데 장한나·이명석(2013)이 기혼 직장여성

의 출산의도 결정 요인에 대하여 양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 직장여성이 정

규직일수록 자녀 출산의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일반 사기업의 정규직 여성의 고

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은희, 조택희(2016)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의 고용률 증가, 보육 시

설 개수는 합계출산율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밝혔다. 위 연구

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

었으나, 한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해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경

향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여성의 고용률을 늘릴 것이 아니라, 육아휴

직급여 대체율이나 주거문제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원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

라고 하였다. 이승주·문승현(2017)은 여성의 정규직여부나 출산전후 출산휴가제

공 여부, 육아휴직 제공 여부가 첫째 자녀 출산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 

한편 이처럼 직장의 배려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과 육아 모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김상신(2011)

은 일·가정양립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역(-)의 관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일·가정양립 여건을 더욱 확대해야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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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최분희·이창원(2017)은 우리나라 1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

난 6년간 시행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혹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 지원은 출생

아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인 지원 

및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 수단으로 불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일·가정 양립 여건을 지원하는 것은 출생아수 증가에 가

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혹은 보육료 지원 등의 방향을 일-가정 양육여건 지원으

로 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옥 외(2011)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미만 어머니를 대상으로 후속출

산의도 영향요인을 설문하였는데, 취업 여성이 후속 출산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보다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지지하였으며, 육아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내 보육시설 등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즉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휴직제도보다는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

할 수 있는 단축근로를 선호하며, 일반적인 보육기관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내 보육기관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미란·장경은(2017)은 자녀가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

모의 경우,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때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양육스트레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직장은 매우 적었는

데, 2016년 기준 서울시 중소기업 중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는 0.0017%에  

불과해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내 어린이집을 더욱 더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최미란·장경은(2017)에 따르면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근로시간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보다는 육아

기 단축 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출산의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김일옥 외

(2011), 장한나·이명석(2013)) 따라서 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출산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지현(2020)에 따르면 주당 근

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일 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출산의도가 약 2.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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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부분

경제적 접근에서 주택을 점유할수록 주거 비용 부담이 적을수록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희·박진백(2020)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

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

악하였으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마찬

가지로 JingLiua외(2020)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집값이 1% 상승하면 12개월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숙희(2021)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5개국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주거부담비용이 적을수록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현주(2013)는 부동산 소유 가구의 경우 출산의지가 높아졌으며, 가구

부채 총액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섭·정의철(2021)

은 주택점유형태가 신혼가구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자가 점유 

신혼가구는 출산에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출산에 양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점유 신혼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에 비해 출산할 확률이 16.2%가량 높았으며 둘째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확률이 20.7%가량 높아, 자가 점유가 출산의도 및 후속출산의도에 까지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혼가구가 주택을 소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박서연(2019)는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출산계획에 평균주택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혼가구가 주택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적절한 수준의 주택가격이 출산의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동현·전희정(2019) 신혼가구의 주택마련방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국토부의 설문 응답 결과인 2,444가구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

서는 가설 두 가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결과를 통계분석 하였는데, 출산 자

녀수와 자가점유의 관계에 대하여 첫 번째 가설은 부모지원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자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가설은 금융기관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자녀수의 정(+)의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었다.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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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주택구매비용에 부부자금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자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가설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점유형태와 출산

자녀수와의 매개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국토부의 설문 결과를 가지고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이 많을수록 자가점유확률이 높아지

지만, 출산자녀수와 출산계획자녀수에는 아무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상외로 부모가 주택을 사주는 경우에도 출산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인 금융기관 대출이 많을 수록 현재

자녀수 및 계획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구매 시 금융기관 대출

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출산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가설의 경우, 주택구매 시 부부 자금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자가 구매를 위해 

투자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총 계획 자녀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의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가 주택을 구매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편, 부모가 부부의 주택을 구매해주는 경우라도 출산의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질의 주거환경이 출산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탁현우(2020)는 신

혼부부 중 주거를 상향이동한 집단의 경우 출산의향이나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질의 주거형태로 이동하게 되면 출산의지

가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다은·서원석(2021)은 무자녀가구의 경

우 월세보다 전세나 자가에 거주할수록 자녀 출산의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무

자녀 및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녀 출산의사가 자연

히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출산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양육지출비 부분

마지막으로 소득 부분의 경우 소득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어, 소득과 출산율 관계를 단일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강유선·김찬우 2018; 임효진 외 2015). 강유선·김찬

우(2018)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여성의 연령이 후속출산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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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소득집단의 경우 아동지출비용 부담이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3. 정책적 요인

정책적인 요인은 한 사회의 출산력을 변화시키는 데 국가 차원의 제도가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출산장려정책,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공공보육 및 공공양육 정책, 일-가정 양

립 제도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출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1) 임신·출산지원 정책

먼저 출산장려정책 및 출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성은·설

진배(2020)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하

고 각 정책의 적극도에 따라 직접정책 및 간접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은 임신지원·출산지원·자녀양육·자녀교육·가정생활·일자리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적극성이 높은 직접 정책은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로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 지원은 임신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

는데, 이러한 여성을 지원할 경우 바로 출생으로 이어지므로 정책이 가장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다. 반면에 자녀 양육 및 교육, 일자리분야 등 

출산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정책의 적극도가 낮아 향후 지방정부

에서 보육이나 고용 분야에도 관심을 촉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보라

(2020)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부 정책을 신뢰할만 할 록 

여성의 출산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출산 관련하여 여성들이 가장 필요료

하는 세부영역은 ‘임신출산정책’ 및 ‘노동정책’을 들 수 있었다.

많은 지자체에서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관

하여는 다수의 연구에서 출산장려금과 출산률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우영·이정만 2018; 김동현·전희정 2021; 오삼권·권영주 2018).  

충청지역의 출산장려금 출산율 제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김우영·이정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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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전후로 출산율과 여성 순유입률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따

라서 출산장려금 도입와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의 고액 출산장려금은 합계출산률과 정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동현·전희정(2021)은 지역출산율의 영향요인에 관하여 공간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리적 인접도, 재정자립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등’을 살펴본 결과 출산장려금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출산율의 상호 의

존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한편, 위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부(富)와 출산율 간에는 부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

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승주·문승현(2017)에 따르면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인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

려정책이 출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출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

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형숙·조현정(2021)은 저출산 정책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설정하여 현재 1~3차 기본계획까

지 시행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장한나·이명석(2013)은 기혼여성

이 출산의도를 결정할 때 제도적 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

다. 김우영·이정만(2018)은 출산장려금과 여성 순 유입률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밝혔다. 배은경(2021)은 출산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국가적 관점보다는 ‘개

인의 삶의 질’ 측면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새롭게 주장하였다.

2) 보육 시설 확대 및 보육료 지원 정책

보육 및 양육 등 보육 환경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보육 관

련 정책은 출산을 결심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

희·조택희 2016; 오삼권·권영주 2018; 박주희 2021). 박주희(2021)는 중소도시

의 저출산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A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했는데 응답 결과 주변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많기는 하나 자녀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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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위 연구

에서는 중소도시 여성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1) 양육과 교육비의 경제

적 부담, 2)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움, 3) 주변에 보육시설이 많기

는 하나 자녀를 믿고 맡길만하지 않음 등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해

결방안은 1)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3) 

근무시간 조정화 및 근무형태 다양화를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오삼권·권영주(2018)는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육 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보다 초혼 연령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서연(2019)과 성

낙일·박선권(2012)은 유아교육기관·유아보육시설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많

을수록, 지역 내 지역 아동센터 수가 많을수록 출생아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고 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 개수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관 수가 늘어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출산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출산의도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현옥(2011)은 20~30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2,560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출산의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가

치관 영역을 제외하고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있는지와 여성의 고용안정성 보장

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성낙일·박선권(2012)은 사교육시설이나 사교육비 지출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보육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출산 제

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윤숙·이상호(2010)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자

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후속 출산에 대한 영향요인을 설문하였는

데, 이미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32%가 공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보육시설이 점차 확충되어야함을 밝혔다.

 최은희, 조택희(2016)는 시도별 합계출산율 영향 요인 분석 결과, 합계출산

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양적 증가할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꾀

하여야 하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기관의 내

실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영아보육시설의 확대가 기존에 출산장려 정책

의 기본 전략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실제로 시도별 회귀분석 결과 보육시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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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합계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

수의 연구에서 보육 환경의 양적인 향상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향후 정책 방향성 

앞선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태껏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가장 주가 되었던 

양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이 실제 여성의 출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을 선회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 향후 출산의도를 높이

기 위하여는 여성과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조성하기 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휴직제도를 만드는 것

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과는 다르게 아

이를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기

관에 맡기는 경우 부모들의 죄책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욱이 출산모

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가족들 특히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일 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4. 가족적 요인

츨산에 대한 가족 관련 요인은 첫째로 가정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접근과 둘째로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가정 내 양성평등 

먼저 가정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접근으로는 여성이 취업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들만이 부담하던 육아를 남편과 나누

게 되고, 이러한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양성평등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

한 평등덕분에 취업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내 양성평등의 경우‘가사분담만족도’와 ‘남편의 가정 참여율’



- 27 -

이 출산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은 남편과 부부양육분담이 잘 이

루어질수록,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에 긍정적이었다(김일옥 외 

2011; 장한나·이명석 2013;전은화 2015). 또한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이 증가하였다(정미숙·김준수 (2021). 전승봉(2020)은 

OECD 국가의 가사노동분담도를 비교하였는데 가사노동이 균등분배된 국가일수

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숙희(2021)는 OECD 국가 중 출산

율 반등에 성공한 5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는데, 남녀임금격차가 적고 여성의 일·가정 균형도가 높을수록 출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미숙·김준수(2021)는 여성의 출

산의향을 증가하기 위해 남편의 육아참여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전은

화(2015)는 부부 양육분담이 잘 이루어질수록 출산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김일옥·정구철(2015)도 남편의 육아참여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후속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일옥 외(2011)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 내 부부관계의 양성평등정도 및 남녀 

가사분담 나눔도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2) 심리 및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란

(2010)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족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옥(2011)은 수도권 거주 여성

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출산의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관 영

역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보라(2020)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개인의 가치관이 출산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은화

(2015)는 기혼맞벌이여성만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본인과 주변인이 자녀 출산

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출산예정자녀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강유선·김찬우(2018)는 미취업단의 경우 출산의도에 대해 가족간의 상

호작용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 등 가치관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청년들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설문한 결과 출산을 희망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임재연(2021)은 한국종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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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KGSS)의 설문표본을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18~38세의 한국청년들

의 가족가치관은 (1)평등주의 64%, (2) 가족주의 26%, (3)가부장주의 9%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할 수 있으며, 이 중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을 지향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을 지향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의향이 높았으며, 가부장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경우에만 

긍정적 출산의향을 보였다. 즉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은 

출산을 희망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에 의하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출산의도를 낮출 수 있다. 

가정 내에 기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양육 스트레스가 출

산의도를 저해하기도 하였다. 임효진 외(2015)는 여성의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

스 등 심리적 요인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의도를 매우 낮춘다

고 하였다. 강유선·김찬우(2018)는 취업 여성의 경우 출산의도를 고려할 때 양

육스트레스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는다고 하였다. 반면 현정환(2019)은 309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후속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하였는데 양육보

람이나 효능감, 모성애 등 긍정적인 심리는 출산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가 출산을 저해할 수는 있

으며, 양육 보람감이나 양육 효능감 등 긍정적인 심리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

성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변 가족들의 도움

여성들은 친척이나 부모님 등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출

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주(2013)는 여성이 출산 후 복직한 후

에, 자녀 대리양육자가 혈연도우미 즉 가족인 경우, 비 혈연도우미인 경우보다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정환(2019)도 부모의 후속 출산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가족들의 양육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보육기관 시설 수는 출산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보육기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에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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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리 환경적 요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환경적 요인으로는 도시 규모나 인구밀도 등 인구환경뿐만 아니라, 아동병원이나 

산부인과와 같은 출산 편의 시설과 아동 친화 시설이나 문화센터 등 놀이시설 등

을 포함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농촌 지역일수록,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우림 외(2020)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밀도가 출

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내의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합계출

산율이 높았다. 위 연구에서는 국내 15개 시도의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간의 상

관관계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인당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

적이 넓을수록, 만30~34세 비율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권태(2020)는 지역 간 출산율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0.97명, 중소도시 1.20명, 농촌은 1.32명으로 집계되어, 도시에 비해 농촌의 출산

율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 전국 시도별 출산율을 분석해보면 세종시를 제

외하고, 출산율이 높은 상위 5개 시도는 전남, 강원, 충남, 제주, 경북 순으로 나

타났다. 반대로 출산율 하위 7개 도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율 상위 

5개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농촌지역 이었고, 하위 5개는 모두 특별시 혹

은 광역시였다. 그렇다면 세종은 도시지역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높은지 조

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환경이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은경·박신애(2019)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통

계분석을 하였는데, 연구결과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후속자녀 출산 의지가 높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율이 높다는 일반론을 방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문화시

설 및 아동 친화시설의 접근 편리성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지가 높아진다는 사

실을 도출하여, 여성들이 첫째자녀를 출산한 후 자녀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시

설이 지역 내에 많을수록 후속자녀 출산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을 늘리는 것이외에도 자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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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갈 수 있는 문화시설, 오락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정원·이충호(2021)는 예산군 관련 공공데이터 및 맘카페의 소셜데이터를 분

석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였는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등 출산모 관련 

시설과 영유아 관련 시설의 수가 부족한 것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곱

았다. 윤향미(2021)는 아동병원 밀집도와 출산율 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하여, 아

동병원 밀집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유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병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였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장에서 서

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 연구 주제 주요 연구 내용

1 2021

근대적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 
프랑스의 경험과 
한국사회의 미래

· 인구통계의 기원/ 산업혁명 이후 잉글랜드 출산율 폭증 
인구폭증/ 프랑스는 출산율 감소 원인:탈기독교화로인한 피임확산 

및 여성의 성혁명 때문임

2 20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저출산 정책은 - 국가적관점보다 개인의 삶의질 측면이 먼저 
논의되어야할 필요

· 법률의 성편향성 개선- 모자보건이라는 용어보다는 
생식보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태도 버려야함

3 2021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011_2020년 

중심으로

· 한국사회는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여 출산율 반등을 꾀하였지만 효과는 
미비했음

·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제정,2006년부터 1차 
기본계획 시행 현재 3차까지 시행 (1~3차 정리)

· 연구방법: 국내 저출산 연구에 관한 학위논문과 K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함.키워드는‘저출산’, 
‘저출생’,‘(합계)출산율’, ‘출산정책’, ‘출산장려’, ‘출산의도’, 
‘후속출산’으로 검색, 논문의 참고문헌, 선행연구, 등을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

· .저출산관련 연구의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584편의 저출산 관련 연구중 양적연구가 342편(5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헌연구 195편(33.4%), 질적연구 
30편(5.1%), 혼합연구 17편(2.9%)순으로 나타남

[표 2-3] 선행연구 검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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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 주제 주요 연구 내용

4 2021
중소도시의 저출산 원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중소도시의 저출산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경북 
A시에 거주민 20~50대 1,789명 설문조사

· 저출산 원인 1순위) 양육과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2순위) 직장을 
가진 여성들의 일과 육아 양립 어려운점

· 3순위) 주변에 놀이방, 어린이집 많기는 하나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의견

· 해결방안 1) 자여양육비용 지원 확대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3) 근무시간 조정화 및 근무 형태 다양화

5 2021
저출산원인 확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연구

· 연구방법: 예산군 관련 공공데이터 및 맘카페 소셜데이터 분석

· 저출산 원인 분석한 결과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없으며, 
산후조리원 시설이 부족하여 원정진료

· 또한,이에 따라 영유아 관련 도서관, 및 포건소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

6 2021

아동병원 밀집도와 
출산율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아동병원 분포도, 아동병원 이용자 현황, 아동병원 
관련자 요구 및 기대 조사 분석

· 아동병원 밀집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린 영유아의 병원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7 2021

지역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패널분석을 

활용하여

·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들은 출산율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며, 

· 기초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출산장려금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8 2021

출산율 반등 성공사례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대상으로

·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의 출산율 반등 요인을 
'삶의 만족도, 일-가정균형,남녀임금격차, 남성고용률(25-44세), 
주거비용' 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 남성 고용률, 삶의 만족도, 일 가정 균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양의 영항을 미쳤으며, 남녀 임금격차 및 주거비용부담이 적을수록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침

9 2021

여성의 사회자본이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편육아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여성의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추가출산 의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남편의 육아 참여가 매우 크게 
작용함

10 2021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 무자녀 가구의 경우 월세보다 전세,자가에 거주할 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으며,

· 무자녀 및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녀 
출산 의사가 낮았음.

· 따라서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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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 주제 주요 연구 내용

11 2021

주택점유형태가 
신혼가구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가 점유는 신혼가구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점유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 임차 거주 가구에 비해 
출산확률이 16.2%p 높았으며,

·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20.7%p높은 것으로 나타남.

12 2021

출산 · 육아기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여성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성을 살펴본 결과,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일자리일수록,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일수록 경력단절 위험이 
적었음. 

· 반면 여성중 가사, 육아시간이 클수록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았음

· 따라서 모성보호제도가 일자리 지위가 낮은 비정규직, 
비상용근로자집단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13 2021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 18~38세의 한국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은 (1)평등주의 64%, (2) 
가족주의 26%, (3)가부장주의 9% 세가지 유형으로 분화됨. 즉 
한국청년의 과반이상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정적 출산의향이 높았으며, 

· 반대로 가부장적 가족가치관을 가진경우 긍정적, 유보적 
출산의향이 높았음.

·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을 보유한 청년들의 
경우 출산을 희망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14 2021

한국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 분석

· 한국의 청년인구의 경우 결혼 및 출산의도에 대해 남녀 
성별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희망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주거소유 기대감이 클 때 여성의 
결혼의도가 높아졌음.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 수록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남성은 결혼에 긍정적인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15 2020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연구방법: 20~40대 미만의 기혼,미혼 여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 개인가치관이 출산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둘째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짐. 세부영역은 
임신출산정책과 노동정책신뢰가 큰 영향을 미치며, 가정양육환경, 
직장양육환경, 지역양육환경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침. 

16 2020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연구방법: 전국 만20~44세 기혼남녀 중 근로중인 자를 대상으로 
388부 설문조사 실시한 후 로지스틱 회기분석

· 주52시간제 도입 및 이행되었을 때 출산의도가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출산의도가 약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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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0

First-time mothers’ 
experiences of 

preparing for childbirth 
at advanced maternal 

age(고령 초산모의 
출산준비 경험)

· 연구방법: 고령산모 35~44세의 여성을 15명 모집하여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s)를 40~80분간 진행하고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방법으로 연구결과 
해석. 모집방법은 Facebook 게시 및 임산부복매장, 산전요가 및 
산전필라테스 강사, 조산사에게 하드카피자료 배포하여 모집

· 연구결과 초산모는 임신에 대한 문의사항을 의료인에게 
문의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문의하는 것으로 밝혀짐

18 2020

발달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 연구방법: 임신출산경험이 있는 발달장애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

· 연구결과는 94개 상위, 26개 하위, 7개의 구성요소로 분석되어 
최종 도출된 구성요소는 임신에 이르는 과정, 출산 과정, 모성권에 
대한 주변인식, 학령기 자녀양육, 청소년기 자녀양육 등으로 
구분되었음

19 2020

House price, fertility 
rates and reproductive 

intentions

· 연구방법: 전국인구표본조사, 전국인구조사, 중국사회조사(CSS) 
자료를 토대로 통계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집값 및 TFR 
상관관계 분석

· 집값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평균적으로 집값이 1% 상승하면 12개월 이내에 출산가능성이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심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  또한 집값 상승이 남녀의 
혼인연령을 늦추며, 기혼여성의 가임연령을 늦추는 것에도 영향을 
미침

20 2020

Women’s changing 
work arrangements, 
career paths, and 

marital fertility in Japan

· 연구방법: 2007년, 2010년 NSWF(National Survey on Work 
and Family)  출생이력자료를 바탕으로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시급간의 관계를 추정

·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 여성보다 출산율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여성 중 육아휴직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보다 둘째 아이를 낳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짐. 즉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년제 정규직인 경우 후속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1 2020

직무긴장,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사노동 분배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일-가정 갈등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및 가사노동의 
균둥분배와 출산율 간의 관계 파악함

· 삶의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긴장도가 낮을수록, 가사노동이 균등 
분배될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높은 GDP가 반드시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균등분배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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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0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 1인당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만30~34세 비중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출산율 높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힘

23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미혼남녀의 미래 결혼지연의 영향 요인은 결혼인식, 월소득, 
취업여부로 나타났으며, 현재 결혼지연의 영향 요인은 현직장의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결혼 및 
출산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24 2020

주거 이동이 신혼부부의 
출산 의향 및 희망 출산 

시기에 미치는 영향

· 신혼부부 중 주거를 상향 이동한 집단이 출산의향 및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5 2018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 연구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 보육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개수 보다 혼인율 및 여성 
초혼연령이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을 미치는 데 
정(+)의 영향을 미침

26 2018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에 영향 미치는 
요인(석사학위논문)

· 기혼여성의 경우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 가사노동 시간이 
길수록, 부성휴가 인지도가 높읖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졌음

· 둘째자녀의 후속 출산의도의 경우 여성의 본인 가사노동 시간이 
길수록, 아내 일자리가 없을수록  높게 나타남

27 2018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소득과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 소득구간별 후속출산요인 분석 결과,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연령이 후속출산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득소득집단에서는 아동지출비용 부담이 낮을수록 
후속출산의도가 높았음. 

· 취업유무에 따른 출산 요인 분석 결과, 모든집단에서 
아동지출비가 가장 주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음. 미취업집단의 경우 
가족간의 상호작용 및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와의 연령 차이 등 
가치관에 대한 것을 가장 고려한 반면,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를 가장 주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음

28 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

· 연구방법: 36개월 미만의 첫 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모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중소기업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0.0017%에 불과하였음(2016년 기준)

· 둘째,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직장 근무여건이 융통적일때, 즉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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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 연구방법:여성가족패널의 1-5차 데이터를 이용 27-49세세 기혼 
무자녀 취업여성(1,020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 제도적 요인 중, 정규직 여부, 산전후 휴가 제공, 육아휴직 
제공이 첫 자녀 출산의사와 상관관계가 큼

· 반면, 무자녀 취업여성은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인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정책보다 근로시간의 
단축, 출산 후 여성의 직업안정성 보장 등이 출산의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30 2017
출산율과 기혼여성의 

자녀수 변화

·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대의 경우  199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는 반면, 30~34세 모의 출산율은 
2012년부터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향

· 특히 35~39세 모의 출산율이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미혼율 증가 및 무자녀 가구 증가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침

31 2017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출산 장려정책 중 각 지자체에서 가장 주가 되었던 경제적 지원 
및 교육,보육서비스 지원은 출생아수 증감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인 지원 수단인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지원이 출산 장려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32 2016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 현재 남성육아휴직제도 현황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함

· 해외-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 퀘백주의 
남성육아휴직제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적용방안 제시

33 2016

패널분석을 이용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시도별 합계출산율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힘

· 여성의 고용률 증가, 보육시설 수는 합계출산율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4 2016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 현재 남성육아휴직제도 현황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

· 해외-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 퀘백주의 
남성육아휴직제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적용방안 제시

35 2015

어머니의 심리적, 관계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후속 

출산의도의 구조적 관계

· 연구방법: 연구자료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4차년도 자료 활용

· 소득수준이 후속출산의도에 큰 영향을 가지지 않았음. 그러나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가 출산의도를 매우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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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 주제 주요 연구 내용

36 2015
기혼맞벌이여성의 

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전라북도 지역 5개 시 소재의 각 기업, 학교, 
도․시청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중 20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을 
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결혼연령이 낮을수록, 공무원이 소기업 근로자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부부양육분담이 잘 이루어질수록, 부모․친척이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수록, 주변인과 본인이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갖을수록 출산예정자녀수가 높게 나타남

37 2015

결혼 인식도, 첫째 자녀 
연령, 공동 양육 및 

가사노동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연구방법: 서울시 거주하는 6세미만 1명자녀를 둔 기혼여성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수행

·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남.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38 2013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3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 출산의도 유무를 더미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률이 
높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직장여성의 출산의도가 
높아짐

· 기혼 직장여성이 정규직일수록 자녀출산의도가 감소하였음. 이는 
고용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반면 제도적 지원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9 20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총 자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음을 파악하였음

· 일 가족양립제도가 도입된 시점(2001)부터 경제촬동참가와 
출산율간의 역(-)의 관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여성 고용 지원 
확대의 필요성 제기함

40 2013

인구,사회학적 변인, 
경제변인, 

양육,출산변인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연구

·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분야의 경우 
초혼연령, 가구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제 분야는 부동산 소유 
여부와 월 가구 소득, 가구 부채 총액으로 나타남.

· 양육 변인의 경우 대리양육자가 가족인 경우가 비 혈연도우미인 
경우보다 더욱 더 후속 출산의도가 높았음

41 2012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출산율에 양적인 영향을 미친반면, 사교육시설 혹은 사교육비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신롸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존재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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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 주제 주요 연구 내용

42 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연구방법: 서울시 거주하면서 6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수행

· 취업 여성의 정책선호도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보다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지지하였으며, 육아인프라 측면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내 보육시설 도입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또한, 가족 내 부부관계의 양성평등정도(가사분담 
나눔도)가 높을수록, 주당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3 2011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 -어떤 요인이 

있는지 16개

· 연구방법: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수도권 도시 중 
5곳을 선정하여 2,560부의 설문조사하였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16가지로 세분화함

· 출산의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관 영역을 
제외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성 보장'과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있느지' 
여부로 판명되었음

44 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 연구방법: 서울시 만20세~40세 전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 자녀에 대한 가치관 영향요인 분석결과 교육수준, 출산후 
양육지원가능성, 가족공동체 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치관에 부정적으로, 출산후 
양육지원가능성이 높을수록, 가족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자녀가치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있는 
학부모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

· 영유아보육정책은 자녀출산의지에 32.9%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함

46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 연구방법: 1940년대부터 10년단위로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결혼연령을 분석 

·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출산 위험도가 
낮음

47 2009

기혼 여성들의 첫 
출산시기와 간격 조절: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

·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은 자녀를 갖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성들은 출산자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을 보여줌. 또한 둘째자녀와의 터울이 비취업 
여성보다 짧아 출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됨

48 2007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결혼․동거․성역할․자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연구방법: 2003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 분석결과 기혼보다는 미혼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한 세대 
가족의 구성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년수가 증가할 수록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38 -

3절 소결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의 연령 및 

학력, 혼인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의 연령이 낮을 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산 연령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으며, 젊은 미혼여성의 자녀 출산의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

이 필요한 상태이다. 둘째로 여성의 학력 및 교육수준은 출산의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고등교육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취

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연기하거나 지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

이다. 셋째로 여성의 혼인과 관련해서는 혼인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지연하거

나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희망률 및 출산희망률이 현

저하게 낮았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용환경, 주택 점

유여부나 주거비 부담, 아동지출비 부분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용환경의 경

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출산의도에 매우 큰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첫째로 고용안정성 부분에서는 고용안정성이 높을 경우 출산에 긍정적인 반

면, 고용안정성이 낮은 경우 출산의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비

정규직 여성은 경력단절 위험이 커 출산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로 근무환경이 유연할수록 출산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휴직제도보다

는 단축근로제나 유연근무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 휴직은 출산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있으면 출산의도 및 

후속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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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곳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택부분의 경우 주거비용부담이 적을수록 출산의향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출산의도 및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

택점유 여부에서는 주택을 자가 점유할 경우 당연히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지만, 전세나 자가 여부에 따라 출산의사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

다. 그러나 월세에 거주할 경우에는 출산의사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출산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또한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 출산의도가 낮아졌으나, 반대로 주거환경을 

상향이동한 경우 예컨대 동네를 옮기거나 주택 면적이 넓어지는 등의 사례일 

때는 출산의도가 증가하였다.

소득부분의 경우 높고 낮음에 따라 출산의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

으나, 아동 관련 지출이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책적 요인

정책적인 측면으로는 임신·출산지원정책, 보육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등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해당된다. 여성의 출산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임신단계, 출산단계, 양육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중 현재 가장 적극성이 높은 정책은 임신 및 출산 단계 지원 정책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로지 임산부만을 대상으로하며 보통 출산장려금

이나, 출산축하선물 등 일회성 단발 지원에서 그치므로 여성의 출산의도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로 보육 지원 정책은 출산의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을 확대하거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다수의 논문에서 보육 및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출산

의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반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수 있도록 하는 일가

족양립정책 및 고용환경 관련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이러한 고용 관

련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원

하는 정책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양육까지 모두 지속가능하게 양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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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지원 정책중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

한 정책은 매우 지원이 미미하며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국한되어 그 효과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태껏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가장 주가 되

었던 양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이 실제 여성의 출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

했으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성들이 직장인이

자 엄마로서 두 역할이 모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족적 요인

가정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이 출산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

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들만의 역할로 여겨지던 가사

노동이나 양육을 남편과 분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는 부부

관계의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증

가하였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과의 양육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후

속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후속 출산의도가 

크게 낮아졌다. 

가족적인 가치관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 

의식이 높을 경우, 혹은 가족 형성에 대한 의지가 높을 경우 출산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개인의 심리나 가치관이 출산의도를 낮추기도 하였다. 특

히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부담감 등 부정적인 심리가 있

을 경우 출산의도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변 가족들이나 친적

들에게 양육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물리환경적 요인

여성이 거주하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출산의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할 경우 출산의도가 높았

으며, 이러한 이론이 현재에도 상통하였다.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비수도

권 지역일수록, 대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일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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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지역사회 안에 문화시설이나 유아 놀이시설 등 유아 친화적인 시설이 

많을수록, 아동 병원 밀집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시설

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6. 선행연구와 차별성

이상으로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

다. 기존 연구의 경우 여성의 출산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주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여성들이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지 여성들의 입장에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

아보자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에 출산을 이미 경험한 여성들

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여성들의 ‘출산의도’나 ‘출산의지’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분류 영향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낮을수록 출산의도 증가

-학력 높을수록 출산의도 감소

-혼인한 경우에만 출산에 긍정적이나 혼인 기피 및 혼인 지연 추세 지속

경제적 요인 

1) 고용부분

-고용안정성 낮을수록 출산의도 감소

-근무환경 유연할수록 출산의도 증가

-직장보육시설 출산에 긍정, 육아휴직급여 및 휴직제도 있으면 출산의도 증가

2) 주거부분

-주거비용 부담 적을수록 출산의향 증가

-자가점유일 경우 출산의향 증가하나 전세와 자가 간의 유의한 차이 없음

-월세일 경우 출산의향 감소

-주거환경 상향이동한 경우 출산의도 증가

정책적 요인
-임신출산지원정책은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

-보육시설이나 보육료 지원 등 보육관련 정책은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

가족적 요인

-가정 내 양성평등도, 가사분담 높을수록 출산의도 증가

-가족가치관, 가족공동체의식 높을추록 출산의도 증가

-기존 자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나 양육 부담이 큰 경우 출산 의도 감소

물리환경적 요인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비수도권지역일수록, 농촌일수록 출산의도 증가

-유아 친화시설이나 어린이 병원 유아 교육기관 많을수록 출산의도 혹은         

후속 출산의도 증가

[표 2-4] 출산 요인별 영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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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종시 출산 환경

1절 세종시 기본 환경

1. 도시계획

세종시 생성배경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문제로 인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이다. 

박소현(2019)에 따르면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서울의 비대  

성장과 지역의 침체쇠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은 1960년대부터 이미 문제 시 되었던 상

황이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만 과밀한 도시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 결과였다.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1기 혹은 2기 신도시들과 세종 신도시는 큰 차이가 

있다. 박소현(2019)에 의하면 1기 신도시의 대표인 분당은 서울의 부족한 주거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된 베드 타운이

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서울

의 주요 청사와 연구원 등 주된 행정 기능을 강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기타 

신도시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담당하였으며 도시를 

환상형으로 만들어 어느 곳에서나 도시 시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환상형 도시 계획의 근간은 선형도시(Linear city) 및 원형도시

(Garden City) 이론을 들 수 있다. 선형도시는 직주근접 계획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보행거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개념으로 니콜라이 알렉산더

(Nikolay Alexandar)와 칼 마르크스(K.marx) 및 레닌의 사회주의 이념을 도시계

획에 반영한 것이다. 원형도시는 하워드가 내일의 전원도시에서 제시한 개념으

로, 도시 중심부에 중앙 공원(Central Park)을 두고 그 주변에 시청이나 도서관, 

병원, 대강당 등과 같은 공공건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도시 중심부 및 주변부에 

공원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였다면 도시 둘레에는 주택군이 위치하여 누구나 도

심 중심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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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러한 직주근접 이론을 바탕으로 계획된 압축 도시(Compact City)

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2006)에 의하면 세종시 도시계획은 직장과 주

거지 간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 시간이 단축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에 세종시 

전체 인구 중 약 80%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심에는 중

앙행정기관과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이 몰려있어 통근·통학에 용이하다. 

[그림 3-1] 세종시 도시계획 평면도

출처: 세종시 도시계획 홈페이지, https://www.happycity2030.or.kr/plan/?act=sub2_4

최근 도시계획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다. 김현숙(2022)에 의하면 이 제안은 파리   

1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기획했고, 2020년 재선에 성공

한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이 이 제안을 핵심공약으로 삼으면서 실현

을 눈 앞에 두고 있다. “15분 도시”는 도시 거주자가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

내에 생활권을 충족한다는 도시 이론이다. 기존 도시계획에서도 직주근접이나 

주거지를 중심 한 근접거리의 도시환경은 매우 중요했으나, 도시가 다핵화 되면

서 이러한 근접도시계획이 실제생활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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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도시계획에서 파리의 15분 도시는 ‘주거지 내’에서 도보로 ‘15분 내’에 

모든 곳을 이동한다는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었으며 유럽의 주요 도시들도 이

와 유사한 개념의 프로젝트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중이다. 

세종시 도시계획의 경우 이미 이러한 최근의 도시설계 이슈와 맞물리도록 

건설되었다. 세종시는 이미 “15분 도시”가 실현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

다. 이유는 주요 직장인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살펴본 결과 통근시간이 15분 이내인 경우가 전체 

통근자 4명중 1명꼴로 분포하고 있으며 30분 이내인 경우도 5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3-2] 파리시의 15분 도시 

출처: 파리시 홈페이지, https://www.paris.fr/

세종시는 이러한 직주근접 이론을 근간으로 도시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인구

총조사 통근통행 통계를 살펴보면 다른 시도보다 통근시간이 15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나 직주 근접 도시임을 증명하고 있다.

세종시 도시계획이 다른 신도시와 차별성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세종시는 

정부청사 및 정출연 등 직장을 먼저 계획하고 그 주변에 주거공간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도시계획을 실현하였다. 기존의 1기·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을 중심

으로 경기도 등 서울 주변부에 배치하여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위성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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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타운을 배치하였으나 세종시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에 세종시는 통근통학 

시간이 짧아 그만큼 줄인 시간을 가정에서 가사노동하거나 양육분담 시에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시의 경우 다른 도시와 가장 다른 점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꼽을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저녁 때 일찍이 집에 도착

해서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점이 세종시 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통근시간 줄이는 것이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육아 혹은 가사시간 확보하고 저녁있는 삶을 계획할 수 있다. 다른 신도시보다 

통근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통근통행이 편리하여 통근 시 노고

를 줄일 수 있어 가정에서 양육 및 가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출퇴근 피

로도를 줄이는 것이 가사 및 양육에 도움을 주어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의도를 

미쳤을 것이라 전망된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인구총조사 결과 다른 도시보다 

남편의 육아참여도가 높고 가사노동 분담 실태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주근접 도시계획이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도록 하여 여성

의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촬영일시 : 2022년 4월 21일 오전 8시 40분경 촬영일시 :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 10분경

[그림 3-3] 세종시 오전 통근시간 풍경

출처: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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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현황

세종시 인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집계된 2013년 117,177명에서 2020 기준 

통계청 인구 총조사 기준으로 353,933명으로 지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정체 및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이 

같은 인구 증가 현상은 주목해볼 만하다. 아래 그림은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

른 최근 6년간 세종시 인구수 현황 및 전체 여성 인구수 현황이다.

[그림 3-4] 세종시 인구 현황 및 전체 여자 인구수 현황 – 연구자 작성

세종시의 인구 증가는 세종시 내의 행정 중심복합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도 지속해서 이와 같은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2021년 기준으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생활권 계획 1생활권부터 6생활권 중 3

생활권까지 절반정도가량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며, 지난해부터 4생활권 입주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2030년까지 5~6생활권을 지속해서 분양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될 5생활권 및 6생활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 대수가 각각 대략 10만호에 달

한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가 지속해서 공급될 예정이다.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가임 여성 인구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으

롷 2015년 5만4천여 명에서 2021년 9만4천여 명으로 1.8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전

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당해연도 전국 평균 가임기 여성인구 비율은 

23% 였으며, 같은 해 서울시 가임기 여성 인구 비율은 25.4%, 대전시의 가임 여

성인구 비율은 약 24%를 차지하여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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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인 25세에서 34세 여성의 인구 또한 2015년 1만5천여 명에서 2021년 2만

4천여 명으로 약 1만 명 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약 6.6%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인 6.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래 그림은 세종시 출범 이래로 

평균연령 추이를 기록한 것이다.

세종시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36.9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

였으며, 당해 연도 전국 평균연령인 42.9세보다 6세가량 낮았다. 당해연도 모든 

시도의 평균연령이 40대를 상회한것에 반해 세종시만이 30대로 매우 젊은 도시

라는 것을 알수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당시 평균연령은 41.2세로 출범대비 

4.6세가량 평균연령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의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지난 10개

년 동안 유입이 유출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인구 유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이동 현황 중 전입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세종시로 가장 많이 유입된 시군은 세종시 내부 

인구이동을 제외하고 대전시가 평균 약 38%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약13%, 

충남이 약12% 충북이 약11%, 서울 약10%로 뒤따랐다. 

세종시로 가장 많이 유입된 시군 상위 다섯 개의 도시 중 대전광역시를 포

함한 충청도 권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것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서울

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입한 비율이 약 20%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이동통계의 전입신고 자료를 보면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그림 3-5] 세종시 평균연령 추이 

– 출처: 세종시 2020 시정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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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권역별 유입의 경우 충청권의 유입 비율이 약 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수도권이 약 15%, 영남권이 5%로 뒤를 이었다. 

충남연구원(2020)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기재 항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로 전입한 가장 큰 요인은 주택구입으로 인한 

요인이 약 30%를 상회하였으며 뒤이어 직업적 요인이 약 25% 차지하였고, 가족

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요인이 약 25%를 차지하였다. 즉 직업(사업직장이전), 

가족(혼인, 가족과 함께 거주 등), 주택(주택구입, 집세, 청약 등) 의 요인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시의 인구이동 현황 중 연령별 유입 현상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인

구 유입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녕층,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유

입으로 인하여 세종시의 시민 평균 연령은 2020년 기준 36.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이는 전국 평균 연령인 42.9세와 6세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전국 및 세종시의 지난 5년간 평균 연령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3-6] 전국 및 세종시 평균 연령 (단위: 세)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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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환경

세종시 2020 시정 주요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소속 전체 공무원 수는 소방직

을 포함하여 2,164명이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17,783명으로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전체 종사자

수를 합산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종사자 수는 총 19,947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하였다.

2020년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당해연도 전국의 공공부문 종

사자수는 276만 6천여 명이며 전국 공공부문 종사자 수 대비 세종시의 공공부

문 종사자 수는 약 0.07%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해연도 전국인구 대비 공공부

문 종사자수의 비율은 약 5.5%로 세종시의 공공부문 종사자수 비율인 5.7%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기타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큰 비율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공무원이 많아서 출산율이 높다기보다는 세종시 

안에서 여성의 출산의지를 높이는 다른 요인들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세종시 전체 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18,041개로 전년

도 15,871개 대비 13%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는 125,410명으로 

전년 115,858명 대비 1만여명 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3-7] 세종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출처: 세종시 2020 시정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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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환경

1)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률

세종시 주택현황 및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집계된 세종시의 

전체 주택수는 2020년 기준 136,887호로 전년도 132,257호 대비 약 3.5% 가량 

증가하였다. 이 중 아파트 보급 현황은 117,312호로 전체 주택의 약 86%를 차지

하여 세종시에 존재하는 주택 중 대다수가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

도 주택보급률은 107%로 전년도 111%보다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호,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주택수 86,607 104,448 118,959 132,257 136,887

아파트 67,773 85,256 99,512 112,722 117,312

단독주택 15,688 15,990 16,099 16,168 16,178

다세대주택 1,499 1,506 1,531 1,547 1,547

주택 보급률 108.4 111.5 110.0 111.4 107.3

[표 3-1] 세종시 주택보급유형 및 주택보급률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세종시의 주택보급률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수와 가구 수를 통하여 신(新)주택보급률을 발표한 것을 살펴 본 결과, 2020년 

신주택보급률은 전국평균 103.6%이었으며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8.0%인데 반

해 세종시의 주택보급률은 107.3%으로 전국 평균보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 

대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세종시의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 761.3명/㎢로 전국 8

대 광역자치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띠고 있다. 2020년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5,893명/㎢으로 세종시의 인구밀도보다 20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세종

시를 제외하고 인구밀도가 가장 낮았던 시는 울산광역시로 1,069명/㎢을 기록하

였다. 그리하여 세종시의 인구밀도는 전국의 기타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모습을 띠고 있어,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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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도시의 물리적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전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증가한다는 이

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평균 주택 매매가격 및 아파트 매매가격

다음으로 세종시의 주택 가격 통계 중 ‘평균매매가격’을 살펴보았다.

세종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던 2015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의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았다. 통계출처는 한국부동산원의 매월 시도별 주택 

평균 매매가격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주택가격은 출범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세종시가 합계출산율 1위를 한 기간인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5년 1월 세종시 평균매매가격은 164,296

천원으로 당시 전국 평균인 231,658보다 낮은수준이었으나, 2017년 12월 처음으

로 전국값을 초과하였다. 당시 세종시 평균매매가격은 283,698천원으로 전국평

균인 278,985천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7년 12월 이후로부터는 현재

까지 월간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돌고 있으며 매매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세종시가 합계출산율 1위를 달렸던 지난 7

년의 기간 중 세종시의 주택가격은 약 3년을 제외하고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

치였음을 알 수 있어, 주택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을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통계청 주택통계를 통

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만 살펴본 

이유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세종시는 읍면부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아파트 비율

이 전체 주택 중 86%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종시민 대다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세종시 신혼부부 통계 결과 2020년 기준 9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를 출산하려는 가정 10쌍중 9쌍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

에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만 살펴보았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살펴본 결과 전체 주택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접 시군인 대전시보다 매매가격이 

비쌌다. 세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176,608천원

에서 2021년 541,534천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2021년 7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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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매매가격이 2억원 가량 급등하여 727,277천원을 기록해 최초로 전국 평균

치인 491,728천원을 넘어섰다. 대전시와 비교하였을 때는 2015년 7월 처음으로 

세종시 평균가격이 대전시를 앞서기 시작하였는데 당월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

매가격은 206,891천원을 기록했으며 대전시는 206,150천원을 기록하였다. 2015년 

7월 이후로는 2021년 1월까지 매월 계속해서 대전시 아파트 매매가격(대전: 

342,544천원)을 앞서고 있어(세종: 541,534천원) 인접 시군보다 매매가격이 월등

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 및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세종시의 주거비용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이 출산

의지를 높이는 영향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세종시만의 전세가

격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평균 전세가격 및 전세가격지수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을 바탕으로 세

종시의 평균전세가격 추이 및 전세가격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종시의 평

균전세가격은 다른 도시나 전국평균에 비해 계속해서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처럼 전세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보고,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검증하였다.

2021년 6월 전국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점인 100으로 하여 전세가격지수를 살

펴본 결과 세종시의 평균전세가격지수가 한 번도 기준가인 100을 넘긴 적이 없

으며 매년 60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전국 평균 대비 전세 가격이 

2/3 수준에 달하였다. 기타 시도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저(低)전세가격이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6년간 평균전세가격이 전

국 평균보다 낮다. 서울과 비교해보면 1/2에 정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전세

가격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며 인접시군인 대전시보다도 평균 전세가격이 

저렴하다. 세종시 전세가격은 2015년 1월 76,723천원에서 2020년 1월 161,340천

원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전세가격은 



- 53 -

142,623천원에서 193,470천원으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세종

시의 전세가격이 전국평균 전세가격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 2020년 1월 서울시

의 평균전세가격은 364,758천원으로 당월 세종시 161,340천원보다 200% 가량 상

회하는 수준이다. 인접시군인 대전시의 전세가는 2015년 126,849천원에서  2020

년 174,733천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동일기간 세종시의 전세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단위: 천원

지 역 2015.1 2016.1 2017.1 2018.1 2019.1 2020.1

전국 142,623 161,636 165,170 188,672 190,358 193,470 

세종 76,723 94,301 118,426 138,380 152,758 161,340 

서울 256,054 292,811 296,646 352,008 359,690 364,758 

부산 127,901 135,475 141,473 161,049 157,215 159,444 

대구 134,980 160,543 159,893 175,997 181,441 188,985 

인천 117,927 131,698 136,542 158,122 161,080 168,717 

광주 102,221 128,896 130,028 149,669 158,379 158,789 

대전 126,849 137,669 142,748 154,866 163,579 174,733 

울산 137,808 152,729 155,591 168,159 155,508 154,621 

[표 3-2] 전국 및 8대 광역시 평균전세가격 

출처: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주택전세가격지수를 토대로 평균전세가격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세

종시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전국평균이나 수도권, 기타지방도시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매년 1월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기준

점인 100보다 한참 못미치는 63~34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하였을 때 세종시 전세가격 수준이 2/3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서울과 세종을 제외

한 6대광역시만을 살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다른 지방도시들이나 광



- 54 -

역시의 경우 전세가격지수가 지난 6년간 90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종만이 6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처럼 전세가격이 저가인 현황을 유지한 것이 

출산의도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2021년 6월 전국평균 전세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때 기준임

구분 2015.1 2016.1 2017.1 2018.1 2019.1 2020.1

전국 89.6 93.8 94.9 95.5 93.6 92.9

세종 63.9 64.1 66.6 62.6 64.1 64.0

수도권 84.7 90.6 92.3 93.6 92.0 91.9

지방 94.2 96.8 97.4 97.2 95.1 93.8

6대광역시 86.9 90.7 91.9 92.5 91.0 90.8

8개도 99.1 101.0 101.3 100.8 98.2 96.1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 지방: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3) 6대광역시: 서울,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인천)

[표 3-3] 주택 전세가격지수 

출처: 통계청 주택가격지수

세종시민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가장 오래된 아파

트 준공연도가 2012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세종시 신축아파트 전세가격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호한 주택 유형인 신축아파트의 전세가

격이 낮으며 이러한 것들이 출산의도에 다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설문결과에서도 전체 신혼부부 10명중 5쌍 정도가 전세 거주하

고 있었다. 따라서 전세가격이 낮고 양호한 아파트 거주환경, 신축이라는 조건

이 결국 출산에 정(+)의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20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의 경우 혼인연차 1년 내외의 초혼신혼부부의 경우 자가 점유 비

율이 약 29%이기 때문에 나머지 10쌍중 7쌍 정도는 전세나 월세에서 신혼을 시

작한다고 볼 수있다. 본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신혼부부 중 약 80%가 혼인연수 

1년에서 2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수의 출산

의도를 갖고있는 신혼부부가 전세나 월세에서 부부생활을 시작하고 이때 자녀

를 가장 많이 출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시처럼 양질의 주거환경에 전세

가격이 저렴한 것은 분명히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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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근 환경

세종시는 직장과 주거지가 일치하도록 도시가 계획되어 주민들의 통근시간

이 짧다. 이러한 점이 세종시 여성들의 통근시 피로도를 줄여 저녁이 있는 삶, 

배우자가 가사나 양육에 동참하는 삶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장

에서는 세종시 통근시간 관련 통계를 살펴보았다. 

 세종시는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세종시 평균 통근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일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교통연구

원(2019)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 출근 소요시간은 35.1분으로 전국 평균 출근시

간인 34.2분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전국 8도 중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

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이유는 평균 

출퇴근 시간의 경우 양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주근접인 경우나, 배우자의 직

장 때문에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근하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직주근접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통

행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년 통근자료를 검

토하였다.

다음으로 소요시간 별 통근 인구분포를 알기 위하여 인구총조사 데이터 중 

‘통근소요시간별 분포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통계는 편도 통근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어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통근시간 별 통근인구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세종시의 경우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가 25%로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통근인구 중 55%가 

통근시간에 30분 미만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분 미만으로 통근하

는 통근자의 비율이 전체 통근인구 4명중 1명꼴이라는 것은 다른도시와 비교하

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 비율이 11%, 경기도는 15%에 그쳤다. 

다른도시의 경우 통근시간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구간은 ‘30분에서 

45분 사이’로 나타났는데 세종시는 이보다 15분 적은 ‘15분에서 30분’구간

에 가장 많은 인구(33%)가 분포하고 있었다. 

통근시간이 ‘30분에서 45분’사이에 분포할 확률은 28%로 다른 시도에 비

해 적은 수준이었으며 통근시간이 ‘45분에서 60분’ 사이에 분포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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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 나타났다. 통근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통근자의 비율

은 전체 통근인구 중 88%를 차지하여 경기도 76%나 서울시 75%와 비교하였을 

때 10% 가량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통근자들의 통근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이며, 통근시간

이 15분도 안 걸리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체 통근인구 2명중 1명 이

상 통근시간이 30분 이내이며 전체통근인구 4명중 1명의 통근시간이 15분 미만

으로,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짧은 직주근접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세종시에서 걸어서 출근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세종시의 경우 보행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걸어서 통근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

로는 그렇지 않았다. 세종시에서 걸어서 통근하는 비율은 13%로 서울시 16%, 

부산시 16% 대전시 15%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1% 이내의 통근자들만이 자전거를 이용해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단일수단 중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비율은 전체 통근자 중 72%를 차지하여 전체 통근

인 10명중에 7명 이상이 자동차로 출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 

30%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에 달할 수준이었으며 부산시 48%, 경기도 56%, 전

국평균은 54%로 세종시의 승용차 통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중교통이나 복합수단을 이용하는 비중은 다른 도시보다 현저히 낮

은 4%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통근 시민의 대다수가 승용차를 가지고 

통행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타 도시들보다 통근 시 피로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분포를 살펴보았다. 통계에서 대

중교통은 시내·좌석·마을버스, 고속·시외버스, 통근·통학차량, 전철·지하

철, 기차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교통수단 전체를 포

괄하여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시가 약 50%, 부산관역시 약30% 등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기타 

시도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20% 가량에 달하는 것

을 고려하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 세종시의 통근자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 통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경우가 매우 낮아 출퇴근시 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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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또한 통근시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도 과반이상이 통근에 30분 

미만으로 짧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출퇴근에 이용하는 시간이 적고 출퇴근 

시 피로도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세종시의 평균 통근시간은 전국평균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평

균을 상회하여 다양한 분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종시 내에서만 통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세종시에서 수도권 등지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소요시간별 통근인구비율만을 살펴본 결

과 15분 미만으로 통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25%로 전체 통근인구중 1/4가 통

근에 매우 짧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15분 미만 통근

하는 분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더불어 전체통근자 중 절반이상이 

통근소요시간 30분 미만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5%가량의 평균 통근시

간이 3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가 29 % 경기도가 38%에 그

치는 것을 생각하면 배우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교통수단별 통근인구비율을 살펴보았는데 특이한 사항은 승용차

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경우가 전체 통근자 중 72%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서

울시 30%나 부산시 48% 전국평균 54% 등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비율을 살펴본 

경과 전체 통근인구 중 10% 미만의 사람들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서울시 49%, 부산광역시 31% 등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

다. 종합해보자면 세종시 통근자들은 통근시간이 짧은 구간에 분포할 확률이 높

고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 현

저히 낮다. 이에 통근에 쏟는 시간도 적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쏟는 통근피

로도가 낮아 통근시 에너지를 다른 시도들에 비해 많이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

근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도가 줄어 이러한 에너지를 조금 더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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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출산 관련 통계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출산은 인구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출산은 사망과 더불어 인

구 증가 및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출산을 측정할 수 있는 출

산 관련 비율은 크게 조출생률(CBR, Crude Birth Rate)과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로 나눌 수 있다. 박경숙(2017)의 저서에 따르면 조출생률(CBR)은 

당해 연앙인구 전체에 대한 해당 기간 총출생한 인구의 비율(인구 1,000명당 출

생아수 비율)로 측정되며, 합계출산율(TFR)은 가임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적

으로 출산한 자녀의 수로 정의된다. 통계청에서는 합계출산율을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라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출

산 지표 중에 합계출산율을 주로 사용하여 출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8] 시도별 조출생률

출처: 통계청 출생사망통계2021

 UN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대였는데 전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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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첫째아 출산 연령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을 드러났으며, 이러한 고령 

산모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출생아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여 명으로 

전년도 27만 2300여명에 비해 4.3퍼센트 가량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은 0.81명

으로 지난해 0.84명보다 감소하였으며 7년 연속 최저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OECD분류 기준에 따르면 저출산은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초저

출산은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그림 3-9] 모의 연령별 출생아 비중, 2001·2011·2021 비교

출처: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2021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대의 출산율은 2001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0세

에서 24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5.0%로 지난해 6.2%보다 1.2%가량 감소하였

으며, 25세에서 29세 출산율은 27%로 지난해 30%보다 3%가량 감소하여 가임연

령대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30~34세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76%

로 모든 연령대중에 가장 높았으며, 35~39세의 출산율은 43.5%로 2020년의 42.3%

보다 1.2%가량 증가하였다.

모(母)의 평균출산연령은 2021년 기준 33.4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하였다. 

첫째아 만을 기준으로한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로 전년대비 0.1세 증가

하였다.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는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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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대 후반의 경우 전년대비 4천명 가량 감소하였고 30대 초반 모의 출생아

수도 4천명 이상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통계적으로는 35세 이상을 고령산모로 

치는데, 고령산모 비중은 35%로 역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점점 더 출산하는 연

령이 늦어지며 고령산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 순위별 출

생을 살펴본 결과 첫째아 출생아수는 14만 8천명으로 전년도보다 6천명 이상 

감소하였다.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해당 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계출산율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03 -3.5

연

령

별

출

산

율

15-19세 1.7 1.6 1.4 1.3 1.0 0.9 0.8 0.7 0.4 -0.3 -43.0

20-24세 14.0  13.1  12.5  11.5  9.6 8.2 7.1 6.2 5.0 -1.2 -19.0

25-29세 65.9  63.4  63.1 56.4  47.9 41.0 35.7 30.6 27.5 -3.1 -10.0

30-34세 111.4  113.8  116.7  110.1  97.7 91.4 86.2 78.9 76.0 -2.9 -4.0

35-39세 39.5  43.2  48.3  48.7  47.2 46.1 45.0 42.3 43.5 1.2 3.0

40-44세 4.8   5.2   5.6   5.9   6.0 6.4 7.0 7.1 7.6 0.5 7.0

45-49세 0.1 0.1 0.2 0.2 0.2 0.2 0.2 0.2 0.2 0.0 0.0

[표 3-4]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11-2021

출처: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2021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3개 시도는 세종

에이어 전남이 1.02명 강원이 0.98명 순이었다. 조출생률을 살펴본 결과 전국 시

도별 조출생률은 전국평균 5.1명, 특·광역시 평균 4.9명을 기록한 반면, 세종시

의 조출생률은 9.8명으로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였다. 출생아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시도에서 감소한 반

면 세종의 경우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1 -

2. 신혼부부통계

본 장에서는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토대로 세종시와 전국의 초혼 신혼부

부 특성을 비교하였다. 재혼 신혼부부를 제외한 초혼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재혼 신혼부부의 경우 이전의 혼인 경험에서 출산한 자녀 수를 포함하

므로 혼인한 후 출산 통계에 반영하기에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신혼부부 통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신혼부부

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를 의미하며 혼인 기간은 법적 혼인신고일 이후

로부터 집계된다. 즉 혼인한 직후부터 혼인한 후 만7년이 경과한 부부까지 본 

통계에 집계되기 때문에 혼인 이후 자녀를 출생하는 부부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출산의 80% 이상이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의 출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신형섭·정의철, 2021 재

인용) 신혼부부의 출산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신혼부부 통계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과 2020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부터 혼인한 지 7년이 경과 된 부부의 특성을 반

영한 최초 연도가 2019년이므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혼인 및 출산을 경험한 

부부들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 초혼 신혼부부 수 평균 출생아 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신혼부부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

는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세종시의 

초혼 신혼부부수는 10,668명으로 전년도 11,249명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 신

혼부부 중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4명으로 전국 평균 0.68명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며, 8대 광역자치시 평균 0.7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

라서 초혼부부의 출산 자녀 수는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구분
초혼 신혼부부 수 초혼 신혼 부부 평균출생아수

2019 2020 2019 2020

전국 998,365 938,080 0.71 0.68

세종 11,249 10,668 0.76 0.74

8대광역자치시 449,902 420,760 0.72 0.70

[표 3-5] 전국 및 세종 초혼 신혼부부 수 및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 62 -

2) 신혼부부 특성별 평균 출생아 수

2019년도와 2020년도 전국 초혼 신혼부부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현황을 살

펴보면 맞벌이인 경우보다 외벌이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미소유한 경우

보다 평균 출생아 수가 많았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신혼부부 중 주택을 소유

한 부부의 평균출생아수는 0.76명으로 주택을 미소유한 부부의 0.6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 소유 여부가 출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전국 평균치보다 평균 출생아 수가 높은 경향

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세종시의 초혼 신혼부부가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평

균 출생아수는 0.82명으로 미소유한 경우인 0.69명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맞벌

이인 경우에는 평균 출생아 수가 0.67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벌이인 경우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신혼부

부의 경제활동이나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평균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외벌이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일 

때 출산율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및 세종시의 주택 

점유형태 별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여부와 출산결정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구분

2019 2020

맞벌이 외벌이
주택

미소유

주택

소유
맞벌이 외벌이

주택

미소유

주택

유소유

전국 0.63 0.79 0.65 0.79 0.60 0.76 0.62 0.76

세종 0.69 0.86 0.70 0.87 0.67 0.84 0.69 0.82

[표 3-6] 신혼부부 특성별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3) 유아 보육 통계

신혼부부의 보육형태별 자녀 수를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세종시 아이 보육 형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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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을 때. 어린이집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가정양육이 

43.7%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 평균 어린이집 보육 비율은 46.7%로 세종시 평

균과 0.8% 정도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양육 비율은 44.1%로 세종시 평균

보다 0.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 전체 보육기관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33% 이하로, 아직 전체 보육대상 중 과반이 사립 보

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

시의 비율이 50.2%를 상회함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세종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 332개 중 102개(30.7%)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타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현원은 33%로 나타났

다. 2020년 통계청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이용자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원아수는 15,349명이고 이 중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881명으

로 약 18.7%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공립 보육기관 비율이 양육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한 반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출산의도에 더

욱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합계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기타

(혼합 등)

2019

전국

(구성비)

703,262

(100)

302,882

(43.1)

339,941

(48.3)

22,068

(3.1)

815

(0.1)

37,556

(5.4)

세종

(구성비)

8,568

(100)

3,657

(42.7) 

4,252

(49.6) 

205

(2.4) 

12

(0.1)

443

(5.2)

2020

전국

(구성비)

631,622

(100)

278,310

(44.1) 

295,239

(46.7) 

21,078

(3.3) 

839

(0.1)

36,156

(5.7)

세종

(구성비)

7,841

(100)

3,423

(43.7) 

3,757

(47.9) 

188

(2.4) 

7

(0.1)

467

(6.0)

[표 3-7] 초혼 신혼부부 보육형태별 자녀(만 5세 이하 수)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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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계획상 생활권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다.

2020년 전국 시도별 직장내 어린이집 이용률을 보면 서울시가 7.2%를 기록

하였으며 전국 평균 수치가 5.3%데 반해 세종시의 경우 18.7% 이상으로 전국평

균대비 3배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은 24.1%

로 전국평균 20.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

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이 43.8%를 넘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국

공립 어린이집이 많다고 해서 출산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직장 보육시설 이용자수가 많은 것이 여성의 출산의지 및 후속 

출산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위: 명, %)

구분
전체어린이집이

용현원(A)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현원(B)

직장 어린이집 

이용현원(C)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B/A)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C/A)

전국 1,244,396 253,251 66,401 20.4% 5.3%

세종 15,349 3,702 2,881 24.1% 18.7%

서울 196,260 85,925 14,085 43.8% 7.2%

부산 65,290 14,328 2,667 21.9% 4.1%

대구 49,029 8,248 1,867 16.8% 3.8%

인천 68,106 11,399 3,692 16.7% 5.4%

광주 36,742 3,856 1,483 10.5% 4.0%

대전 34,037 3,619 3,918 10.6% 11.5%

울산 29,805 4,222 1,791 14.2% 6.0%

[표 3-8] 2020년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행정구역/설립주체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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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최미란·장경은(2017)연구에 따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에 대하여 어떤 양육기관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보다 양

육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업상태인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양육기관 유형은 직장 내 보육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직장보

육시설 선호 이유는 자녀와 출퇴근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자녀를 위탁하더라도 

보호자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으니 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육스트레스 저하, 직장 내 

보육기관 신뢰 등으로 인해 출산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이미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직장내 어린이집 위탁이 곧 후속출산의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 여성의 경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기

존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후속출산의도에 더욱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4)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여부 현황

세종시의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여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혼 신혼부부의 

2019년 맞벌이 비율은 전국 평균 49.1%인 데에 반해 세종시의 맞벌이 부부 비

율은 54.7%로 전체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당해연도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국 평균 52%로 약 

3%가량 증가하였으나 세종시는 전년도보다 4% 이상 증가하여 세종시 맞벌이 

부부 비율은 총 58.8%로 전국 평균보다 6.6% 가량 높은편이었다. 당해연도 전국 

8대 광역시 맞벌이 부부 비율 역시 평균 52.26%인 것에 비해서도 세종시의 맞

벌이 부부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러한 맞벌이 부부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하는 아내가 많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저출산으로 나타날 법 하지만, 세종시는 맞벌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국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

한 독특한 양상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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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쌍, %)

구분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기타 합계

소계 남편만 아내만

2019

전국

(구성비)

490,407

(49.1)

442,076

(44.3)

381,392

(38.2)

60,684

(6.1)

65,882

(6.6)

998,365

(100)

세종

(구성비)

6,149

(54.7)

4,673

(41.5)

4,208

(37.4)

465

(4.1)

428

(3.8)

11,249

(100)

2020

전국

(구성비)

487,423

(52.0)

398,533

(42.5)

343,793

(36.6)

54,740

(5.8)

52,124

(5.6)

938,080

(100)

세종

(구성비)

6,227

(58.8)

4,051

(38.0)

3,658

(34.3)

393

(3.7)

340

(3.2)

10,668

(100)

[표 3-9]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여부 현황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5)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현황

세종시 초혼 신혼부부의 2020년 주택소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무주택 비율

이 62.8%로 전국평균 57.9%보다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일 확률이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비율은 서울시가 64.5%로 

가장 높고, 뒤이어 세종시가 62.8%를 차지하며, 인천시가 59.0% 순으로 높았다.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전국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수가 

감소한 데에 반해 세종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 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 질문에서 가설 중 하나인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

부가 많아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가설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청 주택부분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인당 평균 주택 소유 대수는 

2020년 기준 1.08호로 전국평균 1.09호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8대 광역시와 비교

하였을 때도 대구 1.05호, 서울·울산 1.07호에 이어 세종 1.08호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이어 세종시의 나이별 주택 보급율을 살펴본 결과 40대의 주택 소유

비율이 20대와 30대를 합산한 비율보다 높아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출산 연령대인 20~30대의 주택 소유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한 지 만 7년 이내의 부부들의 주택 소유 비중은 적지만 세종시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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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은 수도권보다 약 10% 가량 높은 편이었다. 2020년 전국평균 신(新)

주택보급률은 103.6%이었으며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8.0%인데 반해 세종시의 

주택보급률은 107.3%으로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 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넘치는 주택 물량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신혼 부부가 자가 점유하

는 확률이 낮다. 이에 일반적인 출산 통념처럼 자가를 소유할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이 세종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종시 

여성의 출산의도는 단순히 자가 점유가 아닌 다른 영향들로 인해 출산의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0] 전국 및 세종 무주택 현황(비율) – 연구자 작성 

(단위: 쌍, %)

구분 합계 무주택

주택 소유물건 수

소계 1건 2건 3건 이상

2019

전국

(구성비)

998,365

(100)

570,168

(57.1)

428,197

(42.9)

358,650

(35.9)

56,637

(5.7)

12,910

(1.3)

세종

(구성비)

11,249

(100)

6,782

(60.3)

4,467

(39.7)

3,619

(32.2)

696

(6.2)

152

(1.4)

2020

전국

(구성비)

938,080

(100)

543,184

(57.9)

394,896

(42.1)

332,699

(35.4)

50,727

(5.4)

11,470

(1.2)

세종

(구성비)

10,668

(100)

6,698

(62.8)

3,970

(37.2)

3,224

(30.2)

605

(5.7)

141

(1.3)

[표 3-10] 초혼 신혼부부 주택소유 현황-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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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혼 신혼부부의 거처유형별 현황

초혼 신혼부부의 거처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세종시의 아파트 거주 비

율이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의 경우 합계출산율도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아파트 거주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도 가장 낮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

은 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국평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12.2%,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82.8%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배가량 높았다. 이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71.7%로 전국 신혼부부 10쌍 중 7쌍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세종시 초혼 신혼부부 아파트 거주 비

율이 2019년 및 2020년 양년 모두 95%를 상회하여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지역은 세종시가 유일

하며 이는 전국 시군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초혼 신혼부부 통계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세종시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았던 울산(0.9명대)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83.8%로 8대 광역자치시 중 세 번째로 큰 비율을 나타냈으며, 울산

시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았던 광주광역시(0.8명대)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85.6%로 세종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

형인 apt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츌산율도 높은 모습을 보이며,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출산율 사이에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전국에서 초혼 신혼부부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도시는 서울시로 신혼부부 중 57.5%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0.6명대를 기록하였다. 

전국의 초혼 신혼부부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70%대를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세종시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세종시가 계획된 신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지

금까지 공급된 신규 아파트 공급대수는 19만호를 상회하며 세종시에 인구가 이

제 막 30만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아주 많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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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첫마을의 입주시기가 2012년초이므로 행복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도 거주 연수가 만 10년을 넘지 않았으며 이외에 입주한 아파트들 또한 모두 

신규 주택으로, 양질의 주거 형태인 신규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이 높은 출산율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단위: 쌍, %)

구분 합계
단독

주택

공동주택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2019

전국

(구성비)

998,36

5

(100)

133,572 

(13.4) 

813,685

(81.5)  

697,111 

(69.8) 

17,397 

(1.7) 

99,177

(9.9)  

51,109

(5.1)

세종

(구성비)

11,249

(100)

434 

(3.9) 

10,726(9

(5.4)  

10,684

(95.0)  

17

(0.2) 

25

(0.2) 

90

(0.8)  

2020

전국

(구성비)

938,08

0

(100)

114,116  

(12.2)

777,099 

(82.8) 

672,895

(71.7)

16,293

(1.7)

87,912

(9.4)

46,866

(5.0)

세종

(구성비)

10,668

(100)

368

(3.4)   

10,195

(95.6)

10,157

(95.2)

23

(0.2)

15

(0.1)

105

(1.0)

[표 3-11] 초혼 신혼부부 거처유형별 현황-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그림 3-11] 전국 및 세종 주택 거처유형별 현황(%)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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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혼 신혼부부 평균소득 및 소득 구간별 비중

평균소득 및 소득 구간 통계의 경우 초혼 신혼부부 통계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통계 중 하나이다. 소득 통계는 소득 신고된 부부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소득 미신고자를 포함한 신혼부부 수로 나눈 평균액이다. 

세종시의 신혼부부 평균소득은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다. 또한, 1억원 이상 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의 비율 역시 서울시 다음으로 많고 

7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벌이를 하는 신혼부부 비율은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즉 세종시에서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들의 소

득이 기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통계치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평균소득은 6,036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380만 원보다 약 700만원 가량 높으며, 8대 광역자치시 중 서울시 6,804만 원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이다. 세종시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곳은 울산인데 

평균소득이 5,165만원으로 세종시 평균치보다 약 900만 원 가량 낮아 세종시의 

평균 소득이 기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8

대 광역자치시와 더불어 도별 통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8도 평균 중에

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5,685만 원으로 세종시 평균인 6,198만원보다 현저

하게 낮은 수준이다. 즉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평균소

득이 높은 도시에 속한다. 소득 구간별 신혼부부 비중을 보면 전체 신혼부부 중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을 차지하는 비율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으로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을 차지하는 신혼부부 비율이 22.3%를 차지하

였다. 1억 원 이상 소득을 버는 신혼부부는 12.5%로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세종시 신혼부부의 소득

이 전국 평균이나 전국 시도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소

득 신혼부부의 비율이 기타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통계를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드러난다. 2020년 세종시의 

평균 소득액은 6,198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에 뒤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8도 중 평균 소득이 높은 경기도 5,685만원 보다 소

득액이 500만 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전국의 평균 소득은 

5,647만원으로 세종시가 약 600만원 가량 높다. 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벌이를 

하는 초혼 신혼부부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5%가량 증가하였다. 소득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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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살펴본 결과 7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을 버는 신혼부부 비율이 전체 

신혼부부 중 2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전년도보다도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소득구간별 전국 및 8대 광역·특별시의 소득구간

별 신혼부부 비중 및 평균소득을 기록하였다. 아래 그림은 전국 및 세종시 신혼

부부의 평균 소득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12] 세종시 및 전국 신혼부부 평균 소득–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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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2019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소득

전 국 12.0 17.4 23.5 20.7 16.1 10.2 5,380

서 울 9.4 14.2 19.7 19.0 18.3 19.3 6,804

부 산 13.0 18.2 25.2 20.7 14.6 8.2 5,055

대 구 13.6 21.3 25.4 19.1 13.7 6.8 4,718

인 천 12.2 20.8 25.5 21.1 14.0 6.3 4,715

광 주 13.1 20.3 24.2 19.5 14.9 8.0 4,969

대 전 10.8 18.6 25.8 19.6 15.9 9.3 5,179

울 산 10.2 15.8 26.2 23.8 17.0 7.1 5,165

세 종 7.9 10.8 21.9 24.6 22.3 12.5 6,036

2020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소득

전 국 11.5 16.3 22.8 21 17 11.4 5,647

서 울 9.7 12.4 18.5 19.3 19.5 20.6 7,197

부 산 13.5 17.6 24.7 19.7 14.9 9.5 5,345

대 구 13.3 18.5 24 20.8 15.8 7.6 5,058

인 천 12.5 18.2 26.6 20.1 14.7 7.9 5,118

광 주 12.3 20.2 23.5 21 14.7 8.4 5,178

대 전 10.4 17.4 23.5 21.9 17.4 9.5 5,330

울 산 9.4 12.9 22.1 24.7 22.2 8.7 5,675

세 종 6.9 13 21.2 21.9 24 13 6,198

[표 3-12] 소득구간별 신혼부부 비중 및 평균소득-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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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모 관련 통계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2020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8년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을 갱신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은 수

치를 기록해 왔으며,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난 7년간 연속으로 전국에

서 출산율 1위 도시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전국 8대 광역도시의 합계출산율

은 세종이 1.2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울산이 0.98명, 인천이 0.82명, 광

주가 0.81명, 대구 0.807명, 대전 0.805명, 부산 0.74명, 서울이 0.64명으로 나타

났다. 특히 TFR(Total fertility rate,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과 가장 높은 

세종의 수치 차이는 약 2배가량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16년 1.82명으로 약간 감소하

였으며, 2017년 1.66명에서 2018년에는 1.56명, 2019년은 1.47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합계출

산율이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항상 전국 평

균을 상회하였으며 8개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 중에서 가장 높

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지난7년간 세종시 출생아 수 현황

을 표기한 그래프이다. 2021년 수치는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보도자료에서 

2021년 잠정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3-13] 세종시 출생아 수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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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43만 여명에서 2016년에는 약 40

만명, 2017년에는 약 35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현상이 계속되어 매

년 2.5만명 이상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의 출생아 수가 

272,337명으로 2015년 438,420명보다 60.9% 감소하였다. 

 이처럼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세종시가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세종의 출생아 수는 2천7백여 명에서 2016년 3천2백여 명으로 5백 

명가량 대폭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3천 5백여 명에서 2018년 3천 7백여 명

으로 약 2백 명 이상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를 지속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폭 감소하여 3천4백여명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3천6백여명으로 출생아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출생아수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합계출산율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세종
출생아수 2,708 3,297 3,504 3,703 3,819 3,468

합계출산율 1.893 1.821 1.668 1.566 1.472 1.277

서울
출생아수 83,005 75,536 65,389 58,074 53,673 47,445

합계출산율 1.001 0.940 0.836 0.761 0.717 0.642

부산
출생아수 26,645 24,906 21,480 19,152 17,049 15,058

합계출산율 1.139 1.095 0.976 0.899 0.827 0.747

대구
출생아수 19,438 18,298 15,946 14,400 13,233 11,193

합계출산율 1.216 1.186 1.067 0.987 0.932 0.807

인천
출생아수 25,491 23,609 20,445 20,087 18,522 16,040

합계출산율 1.216 1.144 1.007 1.006 0.940 0.829

광주
출생아수 12,441 11,580 10,120 9,105 8,364 7,318

합계출산율 1.207 1.168 1.053 0.972 0.913 0.811

대전
출생아수 13,774 12,436 10,851 9,337 8,410 7,481

합계출산율 1.277 1.192 1.075 0.952 0.883 0.805

울산
출생아수 11,732 10,910 9,381 8,149 7,539 6,617

합계출산율 1.486 1.418 1.261 1.131 1.084 0.984

[표 3-1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 출처: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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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전국 및 세종 합계출산율 추이 – 연구자 작성

2) 출산모(出産母)의 평균 출산연령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 평균 출산 연령의 경우 2015년 32.23세에서 2020년 

33.13세로 약 1세 가량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6년간 ‘평균출산연령’의 평균값을 내보면 서울시가 33.43세로 가장 높았

고, 그다음으로 부산시가 32.94세, 세종시는 서울과 부산에 뒤이어 32.84세로 전

국 8대 광역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위 3개 시에 속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98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

고 뒤이어 세종시가 33.3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세종시의 평

균 출산연령은 항상 서울시에 뒤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둘째나 셋째를 출산한 경산모의 경우를 제외한, 첫

째아 출산 평균 연령의 경우에도 더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한 출산모의 평균 출산 나이

인 ‘초산 연령’의 평균값을 내본 결과 서울시가 32.25세로 가장 높았고, 뒤이

어 세종시가 32.21세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시가 32.14세로 뒤

를 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세종시가  32.61세로 전국에서 첫째아 출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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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연령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서울시가 32.33세로 고령 산모였으며, 부

산시가 뒤이어 부산시가 32.14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평균 출산연령이 높은 상위 3개 시군 중 서울특별시와 부

산광역시는 2020년 합계출산율이 각각 0.6명과 0.7명으로 가장 낮은 상위 2개 

도시였으나, 세종시의 경우 이와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1.47명이었으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기록하였다. 즉 평균 출산연령과 초산아 출산 연령

이 높은 경우에는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세종시

는 이러한 경향과 반대로 전국에서 출산모의 나이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더라

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이 높았다. 세종시의 이러한 경향은 통상적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아 수가 적어진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

이고 있어서 주목해볼만 하다. 

(단위: 세)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전국
평균 출산 연령 32.23 32.40 32.60 32.80 33.01 33.13 32.70

평균 초산 연령 31.20 31.37 31.62 31.89 32.16 32.30 32.39

세종
평균 출산 연령 32.33 32.55 32.79 32.94 33.15 33.30 32.84

평균 초산 연령 32.00 32.25 32.55 32.81 33.15 33.33 32.21

서울
평균 출산 연령 32.85 33.07 33.33 33.55 33.81 33.98 32.94

평균 초산 연령 31.30 31.51 31.75 32.06 32.35 32.61 32.35

부산
평균 출산 연령 32.46 32.69 32.85 33.11 33.23 33.32 32.94

평균 초산 연령 31.46 31.68 31.91 32.22 32.37 32.49 32.14

대구
평균 출산 연령 32.42 32.55 32.64 32.83 32.94 33.00 32.73

평균 초산 연령 31.33 31.41 31.54 31.71 31.94 32.08 32.04

인천
평균 출산 연령 32.11 32.21 32.47 32.66 32.90 33.04 32.57

평균 초산 연령 31.04 31.16 31.44 31.84 32.09 32.22 32.07

광주
평균 출산 연령 32.16 32.26 32.43 32.64 32.81 33.08 32.56

평균 초산 연령 31.00 31.04 31.35 31.57 31.69 32.07 32.02

대전
평균 출산 연령 32.11 32.26 32.39 32.52 32.79 32.92 32.50

평균 초산 연령 30.98 31.15 31.26 31.64 32.05 32.05 32.00

울산
평균 출산 연령 31.98 32.17 32.27 32.54 32.68 32.74 32.40

평균 초산 연령 30.96 31.13 31.20 31.56 31.70 31.94 31.94

[표 3-14] 평균 출산연령 및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 - 출처: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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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시도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평균 초혼 연령은 최근 6년동안 0.82세 가량 가파

르게 증가하였다. 세종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15년 30.32세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017년 30.33세로 증가한 이후 2020년까지 계속해서 초혼 나이가 

늦춰지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세종시 초혼 연령의 증감치는 0.46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8대광역자치시 중 최근 2년 동안 초혼 연령이 서울시와 

부산시에 뒤이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결혼하는 나이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0.78세로 전국에서 3번

째로 높은 편이며 전국 평균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여성의 평

균 초혼 나이는 계속해서 30대 이상으로 20대의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세)

시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전국 29.96 30.11 30.24 30.40 30.59 30.78 0.82 

세종특별자치시 30.32 29.98 30.33 30.35 30.80 30.78 0.46 

서울특별시 30.80 31.01 31.20 31.32 31.55 31.60 0.80 

부산광역시 30.52 30.63 30.74 30.91 31.04 31.08 0.56 

대구광역시 30.16 30.27 30.40 30.51 30.62 30.67 0.51 

인천광역시 29.85 30.06 30.19 30.39 30.59 30.70 0.85 

광주광역시 30.09 30.14 30.30 30.40 30.65 30.68 0.59 

대전광역시 29.83 29.95 29.97 30.27 30.45 30.61 0.78 

울산광역시 29.65 29.74 29.93 30.13 30.25 30.33 0.68 

[표 3-15]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4) 출산모의 최종학력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전국 및 세종시 출산모(出産母)의 교육정도별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 전국 

출생아 중 대학원 이상 최종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출산비율은 2015년 기준 

7.5%에서 2020년 기준 8.5%로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6년 연속 증가한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은 전체 6년 연속 평균 7%에서 8%를 조금 웃도는 수

준이었으나,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수치를 약 1.8배가량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

다. 세종시에서 대학원 이상 최종학력을 가진 출산모의 출생아 수 비율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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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3%에서 2020년 15.3%로 약 2.2%가량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과 

갑절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고학력을 가진 출산모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

향은 세종시에 국책 연구단지가 대규모로 이전하면서 여성의 최종학력이 높아

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에서 대학원 이상 출산모의 출생 비율이 8%를 웃도는 

반면 세종시의 비율은 15%를 웃돌 정도로 매우 높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콜트

웰 등 보편적인 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출생할 비율이 낮아

지나, 세종시의 경우 고학력자 출산모가 많은데도 출생아 수가 많아 이러한 높

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원 이상 출산모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5] 전국 및 세종시 대학원 이상 출산모 비율 – 연구자 작성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전체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대학원 이상 41,350 38,335 34,427 32,126 29,618 26,814

비율(%) 7.5 7.7 8.0 8.2 8.4 8.5 

세

종

전체 2,708 3,297 3,504 3,703 3,819 3,468

대학원 이상 480 572 644 694 724 617

비율(%) 13 13.1 14.0 13.4 14.7 15.3 

[표 3-16] 전국 및 세종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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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결혼·출산 가치관

본 장에서는 통계청에서 매 짝수 연도마다 실시한 사회조사 중 결혼 및 출

산 관련하여 유의미한 가치관 설문 결과만을 살펴보았다. 조사 연도마다 조사 

문항의 변동이 있으므로 설문 문항 선정은 가장 최근 설문인 2020년도에 실시

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전 연도에도 실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한다.’는 

설문에 대해 2020년 세종시민의 동의 비율은 65.5%로 전국 평균 68.1% 보다 3%

가량 낮았다. 세종시는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2018년과 2020년 양년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낮음에도, 자녀 출생률이 높으므로 출생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갖더라도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라 자녀 출산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단위: %)

문항 연도 구분 계
전적

동의

약간

동의
전적 반대

약간

반대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2018

전국 100 25.4 44.1 21.9 8.6

세종 100 25.6 43.9 20.5 10.0

2020

전국 100 25.5 42.6 22.1 9.8

세종 100 23.8 41.7 22.1 12.4

[표 3-17] 자녀 출산에 대한 견해–출처: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각 연도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인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것이 좋다.’등의 견해를 가진 비율이 2020년 전국 평균 51.2%지만, 세종

시의 경우 54.5%로 전국과 비교했을 때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세종시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전년도보다 긍정 비율이 7.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비율도 전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

으나, 세종시민 과반이 결혼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만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표기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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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문항 연도 구분 계 긍정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음
부정 잘 모름

결혼에 대한 견해

(13세 이상 인구)

2018

전국 100 48.1 46.6 3.0 2.3

세종 100 47.0 47.2 4.1 1.7

2020

전국 100 51.2 41.4 4.4 3.0

세종 100 54.5 38.6 4.9 2.1

[표 3-18] 결혼에 대한 견해 –출처: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각 연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설문에 대하여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

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아내가 주, 남편도 분

담’한다는 응답이 주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시민의 가사분담에 대한 생

각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평등함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해지는 행태 

또한 전국평균보다 평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2020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대체로 부부

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내가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1.1%가량 낮은 수치인 

2.9%를 기록하였으며, 부부가 공평해야한다는 응답한 수치는 전체 시민 중 

64.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래 표는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가사분

담 실태에 대하여 아내들의 응답만을 표기한 것이다.

(단위: %)

문항 연도 구분 계

아내가 

전적으로책

임

아내가 주,

남편도 

분담

부부 공평

남편이 주,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2020

전국 100 4.0 30.8 62.5 1.9 0.8

세종 100 2.9 29.8 64.4 2.4 0.5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2020

전국 100 25.1 51.7 20.2 2.5 0.4

세종 100 19.6 54.4 22.7 3.1 0.2

[표 3-1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아내응답) –출처: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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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사분담의 실태에 관해서 아내가 응답한 경우를 보면, 부부가 공평

하게 한다는 응답이 22.7%로 전국 평균 20.2%보다 2%가량 높았으며 아내가 주

로 하되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았다. 

가족관계 중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설문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다.

세종시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매우 만족’비율은 

36.7%이었으며, 2018년은 그보다 4% 가량 증가한 40.8%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에는 46%로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여 전체 부부 중 절반 정도가 부부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 전국 평균인 35.5%보다 

약 11% 가량 높기 때문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부부 관계 만족도가 다

른 도시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종시의 부부들은 절반정도 

부부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높은 만족도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표기한 것이다.

(단위: %)

문항 연도 구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우자와 

관계 만족도

2016

전국 100 29.1 35.9 27.8 4.9 2.3

세종 100 36.7 38.2 18.4 4.8 2.0

2018

전국 100 33.4 36.1 24.7 4.3 1.5

세종 100 40.8 37.2 16.7 3.4 2.0

2020

전국 100 35.5 33.8 24.2 4.7 1.9

세종 100 46.0 30.6 17.1 3.9 2.4

[표 3-20]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출처: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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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1. 세종시 출산 환경

 1) 세종시 기본 현황

 세종시 평균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1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통근자의 1/4를 차

지하였고, 30분 미만인 경우가 55%를 기록하여 다른 시도보다 통근시간이 짧은 직

주근접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2013년 117,177명에서 2020년 353,93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인

구이동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이동통계의 전입신고자료를 토대로 보면 충청

권의 유입비율이 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약15%, 영남권이 약 

5%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공부문종사자수는 2020년 기준 19,947명

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인구의 5.7% 수준이다. 세종시의 인구밀도는 통계청 인

구주택총조사 기준 761.3명/㎢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다. 

2. 세종시 출산 관련 통계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지난해 0.84명보다 더욱 감소하였다. 

2021년 출생아 수는 전년도에 비해 4.3%가량 감소하였으며 7년 연속 최저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비율을 살펴보면 20대의 출산율은 2011년

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출산율은 10년 연속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0.6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28명에 달하여 서울시의 2배 이상인 수치를 보였다. 출생아수의 경우에도 전국

적으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반면 세종시의 경우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초혼 신혼부부 통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신혼부부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

면 세종시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혼부부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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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을 때는 전국보다 항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외벌이면

서 주택을 소유할 경우 평균 출생아 수가 0.1명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보육형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이 43%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전국평균과 유사했다.

부부 맞벌이 비율은 2020년 기준 58.8%로 전국평균보다 6.6% 가량 높은 수

치를 보였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계속해서 출산율

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무주택 부부의 비율이 62.8%로 전국평균인 

57.9%보다 매우 높은 모습을보였다. 즉 세종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일 확률은 전국 시도중에서 서울시 64.5%에 뒤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주택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의도가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주거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비율이 2020년 기

준 95.2%로 전국 평균인 70%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있다. 신

혼부부 10쌍중 9.5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따라서 아

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출산의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부부의 평균소득 및 소득구간별 비중은 세종시의 초혼 신혼부부 통계 중 가

장 눈여겨볼만 한 수치 중 하나이다. 세종시의 신혼부부 평균소득은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높다. 2020년 세종시의 평균 소득액은 6,198만 원으로 전

국 평균인 5,647만원보다 약 600만원 가량 높다. 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 

벌이를 하는 초혼 신혼부부의 비율은 2020년 기준 13%로 서울시에 뒤이어 전국

에서 가장 많다. 이에 세종시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액이 매우 많으며 연 1

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출산모(出産母) 관련 현황

출산모(出産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높아지

는 추세이다. 지난 6년간 평균 출산 연령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부산시에 

뒤이어 가장 평균 출산연령이 높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후속출산을 배제한 첫째아 출산모만을 고려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6

년간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가 32.25세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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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뒤이어 세종시가 32.21세로 상위권에 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도가 감소한다는 출산 통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주목할만하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세종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20년 기준 30.78세로 지난6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세종시 여성

의 20대의 혼인율은 감소하고 30대 이상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모(出産母)의 교육정도별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 대학원 이상 최종학력

을 가진 출산모의 비율은 2020년 기준 전국 수치가 약 8%인 반면 세종시의 경

우 2020년 15.3%로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이에 보편적인 출산 관

련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출생할 비율이 낮아지나, 세종시의 경우 고

학력자 출산모가 많이 출산을 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추새는 2015년부터 지난 6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지속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4. 결혼 출산 가치관

통계청에서 매 짝수년도마다 실시한 사회조사 중 결혼 및 출산 관련 설문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세종시만의 특별한 사항들이 있었다. 결혼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인 답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한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

다. 이에자녀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더라도 실제 출산과는 다른 결

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사분담도 공평하게 해야한다는 견해가 전국 평균보다 우세하였다.   

이에 가사분담 만족도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 미쳤음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한 ‘매

우 만족’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인 약 35%보다 11%가량 높은 46%를 차지하였

다. 

종합하여 볼 때 세종시 부부들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맞벌이하는 비율이 높

지만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

한 견해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 내 만족감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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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1절 설문 배경

앞장에서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이 세종

시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항상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통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세종시의 경우 출산 통념과 반대의 경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세종시의 출산율은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종

시의 경우 출산 통념과 반대의 경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인구사회학적

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의 연령이나 학력, 혼인여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세종시는 출산의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통계치를 보여

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주목해볼 만하다. 

먼저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증가하나 반대로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론은 실제사

례에서도 잘 적용된다.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에서 출산연령이 가장 높은 

상위 도시는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전국 시도 중 가장 합계출산율이 낮은 상위 

도시도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러한 이론과 반대로 서울

시와 부산시에 뒤이어 평균출산연령이 가장 높은 상위 도시에 해당한다. 이것은 

둘째아나 셋째아 출산연령을 배제한 여성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세종시는 고연령 산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하여 집중조명이 필요하다.

둘째로 여성의 학력과 출산의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드웰

(Caldwell)과 같은 보편적인 연구에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하

려는 의도가 강하여 출산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출산 여성의 최종학력별 출생아 비율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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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이상 고학력을 취득한 출산모의 비율이 전체 출산모의 15%를 웃돌아 전

국평균인 8%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학력 여성들이 왜 

세종에서만 출산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조명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혼인과 관련해서는 점차 혼인연령이 늦춰지고 있으며 이러한 혼인지

연에 따라 출산의도가 낮아지고 출산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여성의 혼인연령이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거나 웃도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특이점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고용부분, 

주택부분, 소득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용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출산 전후 출산휴직이나 육아휴

직을 제공하고 출산 이후에도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경우 출산의도를 높

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육아휴직급여 제공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통계는 시도별로 집계되지 않고있으며 전국의 

합산통계치만 공개하고 있어 세종의 육아휴직 사용실태 혹은 육아휴직 급여 제

공여부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

나, 한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한다고해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

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여성의 취업을 늘릴것이 아니라, 출산 친화적

인 고용환경이 더욱 확충되어야할 것이다. 오늘날 취업여성을 위한 출산장려정

책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지원방안은 출산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고용부분에서 육아 휴직제도보다 자녀 양육 시 출퇴근시간을 자유

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나, 육아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단축근로제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문화보다 아

이를 여성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워야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만 1세미만의 영

아기 어린이집이 잘 발달되어있지 않으며, 만약 영아기에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자신이 직접 키우지 못한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휴직

제도를 통해서라면 보통 자녀를 만1년정도 양육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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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하원이나 양육공백이 생길 경우에도 일과 가정이 모두 지속가능할 수 있

도록 양립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휴직제도보다 육아기 단축근로가 더욱더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문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주택부분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주거 부담 비용이 적을수록 출산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별로는 자가일 경우 

출산의도가 증가한 반면 월세일 경우에는 출산의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전세가격의 중요성은 등한시 된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신혼부부의 경우 자가를 자녀를 낳기 전에 자가를 점유하는 비율은 2%에 불

과하며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신혼

부부가 전세형태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과 출산의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세종시 신혼부부 통계를 살펴본 결과 세종시에서 혼인한지 만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주택점유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자가를 점

유할 경우에만 출산의도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주거부담 비용이 높다.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전세 가격 부담이 낮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전세 가격은 2021년 현재 신축아파트 59m2기준 

2-3억대로 수도권이나 기타 광역시 평균보다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

트 전세 가격 부담이 적을수록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가

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주택의 유형별로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출산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탁현우(2020)의 연구에서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경우 출산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양질의 주거환경은 지은지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다. 세종시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로 

전국평균인 70%보다 25%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세종시 인구의 2/3이상이 거

주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단지는 첫마을로 준

공연도가 2012년이다. 따라서 세종시 신축아파트가 많고 이러한 아파트에 전세 

비용 부담이 낮은 것이 출산의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출산장려금 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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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정책,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료 지원정책 등이 있다. 현재 지방정부 정책

중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은 출산장려금인데 세종시의 출산장려금은 2020년 기준 

120만원으로 인접시군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출산의도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향후 어

떠한 비용 지원이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출산장려 정책의 주가 되는 것은 보육시설 확대 혹은 보육지원정책

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거나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혹은 어린이집 

비용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육지원 정책은 여성의 양육 부

담감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여성들의 출산의도를 높이

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출산을 결심할 때는 아이

를 키워서 3-세 무렵 보육기관 혹은 어린이집에 보내야한다는 생각보다 당장 

출산 후 만1세미만의 영아를 본인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영아 양육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 초점을 두

어야며 이러한 영아 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을 설문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이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접근이 중요

하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가사분담 만족도 실태나 부부관

계 만족도 실태가 전국 평균보다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가정 내 양성평등이 출산의도를 높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이며 설문을 통해 검증해볼 것이다.

물리환경적 측면으로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농촌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권태(2020)에 따르면 대도시의 평균 합계츌

산율은 0.97명, 중소도시 1.20명, 농촌은 1.32명으로 집계되었다. 실제 전국 시도

별 출산율을 분석해보면 출산율 상위 5개 시도는 세종시, 전남, 강원, 충청, 제

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율 하위 5개 시도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

주시, 대구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율 상위 5개 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농촌지역인 반면 하위 5개 시도는 모두 특별·광역시에 속한다. 세종시는 

특별·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 도시지역임에도 농촌과 같은 출산

의도가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은경·박신애(2019) 및 윤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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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에 따르면 지역 환경이 아동친화시설 접근성이 높을수록 아동병원 밀집도

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아진다.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아동친화시설이 

양적으로 많을뿐더러 양질의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 환경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도 설문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분 조사내용

1. 응답자선정질문

– 적격 응답자 선정을 위함

– 거주 지역(동), 거주 기간, 성별, 출산 여부 및 자녀 현황, 연령, 소득, 

주거형태, 주거유형 등  

2-1 인구사회학적 부분

– 학력, 연력, 출신지역 등 

– 학력높을수록 출산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출신 지역이 농촌일수록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혼인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2

경제적 부분

– 고용, 주택, 양육지출비 부담 등 

– 고용안정성이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육아휴직이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단축근로 혹은 유연근무제가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적을수록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3

정책적 부분

– 출산지원 정책은 출산의도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다.

– 양육 및 보육 관련 정책은 출산의도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일가정양립정책은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4

가족적 부분

– 부부생활 만족도가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가정 내 양성평등도가 낮을수록 출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5 

물리환경적 부분

– 도시환경이 쾌적할수록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어린이 관련 기관 접근성이 높을수록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배경질문 
- 응답자 기본정보 파악을 위함

- 혼인여부, 취업여부, 주택유형, 학력, 소득 등 

[표 4-1] 설문지 구성 내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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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설문항목 도출

1. 주요 조사항목 도출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세종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세종

시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종시 환경에 맞게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항들을 목록화하고자 한다. 도출한 

설문항목은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의 

시각을 가미하여 구체적인 조사 특성과 판단요소를 결정하였다. 아래 표는 설문 

항목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조사항목 판단요소 출처

인구·사회학적 

부분

연령 연령의 많고 적음

이희연(2003), 임현주(2013)

전은화(2015), 조아라(2018)

정성미(2017), 

오삼권·권영주(2018)

학력 학력의 높고 낮음

이희연(2003), 남주희(2007) 

이미란(2010), 조아라(2018)

오은진·김소연(2021), 

정병삼(2021)

혼인 여부 미혼, 기혼 여부
이희연(2003), 남주희(2007)

조아라(2018)

혼인 시기 초혼 시 연령
이희연(2003), 조아라(2018)

배한진(2020)

추가 출산 후속 출산 계획 강유선·김찬우(2018),

가치관 개인의 선호
이인순(2011), 

강유선·김찬우(2018)

경제적 부분 고용환경 고용안정성 보장

신민영(2021), 손지현(2020), 

이승주·문승현(2017), 

최미란·장경은(2017), 

전은화(2015), 

장한나·이명석(2013)

이미란(2010), 송유진(2009)

[표 4-2] 설문지 조사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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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판단요소 출처

정규직 여부

나오히로 오자와(2020)

이승주·문승현(2017)

김일옥·정구철(2015) 

전은화(2015)

장한나·이명석(2013)

송유진(2009)

이현옥(2011)

출산·육아휴직 사용 
이승주·문승현(2017)

최미란·장경은(2017)

육아휴직 급여 제공 최은희·조택희(2016)

육아기 근무환경 조절 

장한나·이명석(2013)

김일옥 외(2011)

손지현(2020)

직장보육시설 여부 최미란·장경은(2017),

주거

주거 비용 부담

최숙희(2021)

신형섭·정의철(2021)

이재희·박진백(2020)

김동현·전희정(2019)

박서연(2019)

임현주(201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전세, 월세)

신형섭·정의철(2021)

이다은·서원석(2021)

임현주(2013)

주거의 질
이다은·서원석(2021)

탁현우(2020)

주택 유형 연구자 작성

주거환경 만족도 연구자 작성

소득

양육 지출 부담
김동현·전희정(2019)

강유선·김찬우(2018)

남주희(2007)

임효진 외(2015)

전은화(2015)

소득 구간

맞벌이 혹은 외벌이 여부

노후 대비 여부 연구자 작성

정책적 부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임신 및 출산지원정책

배은경(2021)

조형숙·조현정(2021)

최성은·설진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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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판단요소 출처

정책적 부분

이보라(2020)

장한나·이명석(2013)

출산장려금

김동현·전희정(2021)

김우영·이정만(2018)

오삼권·권영주(2018)

최분희·이창원(2017)

보육 관련 

정책

보육료 지원정책 최분희·이창원(2017)

보육시설 확대 정책

박서연(2018)

최은희·조택희(2016)

성낙일·박선권(2012)

이현옥(2011)

공공 보육기관 확대 정책

최은희·조택희(2016)

성낙일·박선권(2012)

안윤숙·이상호(2010)

양육 및 보육 지원 정책

박주희(2021)

최성은·설진배(2020)

오삼권·권영주(2018)

최미란·장경은(2017)

최은희·조택희(2016)

고용환경 

지원 정책

육아 휴직자 지원정책 연구자 작성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이보라(2020)

최분희·이창원(2017)

김상신(2011),

고용 환경 지원 정책

이보라(2020)

최분희·이창원(2017)

김상신(2011),

양육 가정 

지원 정책

근로 형태 유연화 정책 연구자 작성

외벌이 지원정책 연구자 작성

맞벌이 지원정책 연구자 작성

가족적 부분

가정환경

가사분담 만족도

전승봉(2020)

전은화(2015)

장한나·이명석(2013)

김일옥 외(2011)

양육분담 만족도
전은화(2015)

김일옥 외(2011)

배우자 태도 남편의 가사·육아 지원 정미숙·김준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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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판단요소 출처

가족적 부분

심리 및 

가치관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임재연(2021)

이보라(2020)

강유선·김찬우(2018)

전은화(2015)

이현옥(2011)

이미란(2010)

주변 

가족들의 

지원

친척 등 기타 가족들의 도움

현정환(2019)

조아라(2018)

임현주(2013)

기존 자녀 

양육

양육 스트레스 

강유선·김찬우(2018)

현정환(2019)

임효진 외(2015)

양육 부담감

현정환(2019)

조아라(2018)

임현주(2013)

양육 보람 강유선·김찬우(2018)

물리환경적 

부분

도시환경

도시환경만족도
고우림 외(2020)

김은경·박신애(2019)

도시 보행환경 만족도 연구자 작성

도시의 인구밀도 박권태(2020)

동네 환경 만족도 연구자 작성

공원·녹지 만족도 연구자 작성

어린이 및 

여성 환경

여성 안전도 연구자 작성

산모 관련 시설 이정원·이충호(2021)

아이 통행 안전도 연구자 작성

영유아 관련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만족도 연구자 작성

어린이 친화시설 만족도 윤향미(2021)

거주환경
주거공간 만족도 연구자 작성

아파트 공급대수 만족도 연구자 작성

출퇴근 환경
직주근접 만족도 연구자 작성

통근 소요시간 연구자 작성

배경질문 응답자 특성
소득, 학력, 주거 유형, 

주택 소유형태 등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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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설계

당근마켓이나 지역 커뮤니티 카페, 아파트 주민 카페, 지역 홈페이지, 카카오

톡 커뮤니티 등과 같은 곳에 게재할 수 있었지만 응답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맘카페에만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설문조사는 세종시 및 대전시의 만 20세 이상 만 50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모집하였다. 모집글은 각각 지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세종맘카페’ 및 

‘도담도담 대전맘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설문 대상을 모집하였다. 지역 

맘카페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는데 성별이 남성일 경우 가입이 불가

하여 응답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할 수 있었다. 

 모집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기혼 여성이며,  

설문 소요시간은 10분 이내이다. 끝까지 응답을 완료한 경우 마지막 문항에 전

화번호를 기재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식으로 설문 참여를 유도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2022년 5월 12일 총 하

루 동안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응답 중 

고용 부분에 대한 일부 문항을 제거하고는 모두 필수 응답 문항으로 설정하여 

모든 질문에 응답을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설문 응답을 마친 후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모든 문항을 끝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배경질문으로는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문1.귀하는 지난 7년 (2015년부터 

2022년) 이내에  00시에서 자녀를 임신 혹은 출산하셨습니까?”와 “문2. 귀하

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를 응답하게 하고, 각각의 설문에서 ‘아니오’ 혹

은 만20~만50세 이외의 ‘기타 연령’을 체크한 경우 설문지 자체가 종료되도

록 설계하였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하는 복수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설문 

링크는 구글에 로그인이 된 사람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한 번 설

문 응답을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도록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 실험군인 세종시에 100부 이상, 대조군인 대전시는 50부 

이상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대조군의 응답 개수는 실험군의 1/2에 달하도록 하

였다. 그 결과 세종시과 대전시가 각각 106부 및 56부의 응답자가 모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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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선정 질문 두 가지를 넣고 응답자 선정 대상이 아닐 경우 설문이 강

제 종료되도록 구글 설문지를 세팅하였다. 먼저 응답자 선정 질문 1번 문항에서 

‘문1. 귀하는 지난 7년 (2015년부터 2022년) 이내에  세종시에서 자녀를 임신 

혹은 출산하셨습니까?’를 묻고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 설문조사가 강제

로 종료된다. 응답자 선정질문 2번문항에서는 ‘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

십니까’를 묻고 ‘20대~40대’가 아닌 ‘기타’응답을 체크할 경우 설문이 강

제로 종료된다. 설문조사는 반드시 구글 아이디에 로그인 해야지만 응답할 수 

있으며, 같은 응답자의 중복 응답을 막기위해 한 번 제출한 설문은 수정할 수 

없으며 한 번 설문에 참여하면 중복참여가 금지되도록 설정하였다. 마지막 응답

자 선정질문에서는 가짜 응답자를 가려내기 위해 객관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동

을 쓰도록 하였다.

[그림 4-1] 설문조사 응답자 모집 지역 맘카페 (게시일: 2022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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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항목 조정

2022년 4월 17일에 설문 조사 항목을 구성한 후 세종 맘카페에서 ‘예비 설문 

조사’ 10부를 돌렸다. 예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난 것들

이나 일부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비 설문 조사 시 ‘4. 만1세 이전의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항과 ‘5. 영아기 때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문항을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4. 

자녀를 돌 전까지는 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고 싶다.’라는 문항으로 수

정하였다. 예비설문조사 결과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이 가치관적인 부분

으로 해석되어 응답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지만,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의 자

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약 7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여성들 자신의 손으로 만1세 기르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공립양육기관 확충에 

치중되었던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방향 선회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여

성들이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휴직제도나 고용안정성 더더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예비설문조사에서는 없던 항목을 몇가지 추가하였다. 세종시 통계 검

토 결과 맞벌이 부부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육공백’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긴급하게 양육공백이 생겼을 경우 어

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을 추가하였다. 세종시의 경우 직주근접 

도시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본인이 해결한다.’는 문항 및 ‘배우자가 해결

한다’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만약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주변 친지들이 아닌 본

인이나 배우자가 해결할 경우 그만큼 회사에서 가정에 오가기 편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직주근접’에 대한 이론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출퇴근 환

경’에 대한 파트를 추가하였다. 본인과 배우자의 출퇴근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구체적인 조사 항목으로는 통근시간과 통근 시 교통수단, 퇴근 후 집에 도착하

는 시간을 질문으로 추가하였다. 예상되는 결론으로는 세종시의 경우 대전시보

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르고, 통근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교통

수단의 경우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세종시의 승용차 통근 비율이 70% 이상을 



- 97 -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만큼 실제 통근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지 검증

하고자 하였다. 세종시의 경우 기타 시군보다 ‘복합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세종시 육아 부부들의 통근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와같은 설문 문항으로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가 일치하는 문항 몇가지 항목에 넣

어서 설문조사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설문문항 응답 결

과가 통계청 통계와 거의 일치하여 설문조사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세종시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통계청 조사 시 16%를 기록

하였으며 설문 응답 결과 20%를 기록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근

수단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통계청 조사 결과 

72%로 설문응답결과 73.6%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구분 조사내용

설문 대상 및 

범위

대상 조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40대 출산을 경험한 여성

범위

세종시를 조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출산을 결심하게 한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방법 맘카페에 설문인원을 모집하여 설문조사 실시

주요 

항목

관련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 검토를 통해 여성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영역의 분류 및 주요 조사항목, 판단요소로 도출함

관련 선행조사(통계부분)에서 검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출하여 설문질문에 

추가

설문지 구성 

방법

◦설문항목 도출 – 선행연구 분류방식에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정책적, 가족

적, 물리환경적 분류와 관련된 항목들을 구성

◦선행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내용 설문-육아휴직 사용여부나 사용기간, 단축근로 

가능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설문함

[표 4-3] 설문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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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설문 결과

1.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내용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6 100.0

연령 

만20세~만30세 15 14.1

만31세~만35세 43 40.6

만36세~만40세 43 40.6

만41세~만50세 5 4.7

경제활동 유형
맞벌이 55 48.1

외벌이 51 51.9

가구 연소득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0 28.3

5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40 37.7

7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7 25.5

1억원 이상 9 8.5

주거 점유 유형

자가 63 59.4

전세(반전세 포함) 36 34

월세 5 4.7

임대 2 1.9

거주 주택 유형

아파트 91 85.9

다세대·연립주택 5 4.7

단독주택 10 9.4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10% 이하 36 34

11%~20% 27 25.5

21%~30% 27 25.5

31%~40% 11 10.4

41%~50% 2 1.9

50% 이상 3 2.7

학력

고졸 이하 4 3.8

대학교 졸업 87 82.0

대학원 이상 15 14.2

직업

공공기관 종사자 25 23.6

사기업 종사자 16 15.1

판매/서비스직 14 13.2

자영업/사업가/프리랜서 12 11.3

주부 35 33.2

기타 4 3.6

[표 4-4] 세종시 설문 응답자 특성



- 99 -

구분 조사내용 사례수(명) 비율(%)

전체 56 100.0

연령 

만20세~만30세 10 17.9

만31세~만35세 24 42.9

만36세~만40세 19 33.9

만41세~만50세 3 5.3

경제활동 유형
맞벌이 28 50

외벌이 28 50

가구 연소득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8 32.1

5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28 50

7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8 14.3

1억원 이상 2 3.6

주거 점유 유형

자가 32 57.1

전세(반전세 포함) 24 42.9

월세 0 0.0

임대 0 0.0

거주 주택 유형

아파트 42 75.0

다세대·연립주택 6 10.7

단독주택 8 14.3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10% 이하 14 25.0

11%~20% 18 32.1

21%~30% 16 28.6

31%~40% 7 12.5

41%~50% 1 1.8

50% 이상 0 0.0

학력

고졸 이하 4 7.1

대학교 졸업 48 85.8

대학원 이상 4 7.1

직업

공공기관 종사자 11 19.6

사기업 종사자 9 16.1

판매/서비스직 7 12.5

자영업/사업가/프리랜서 11 19.6

주부 18 32.2

기타 0 0.0

[표 4-5] 대전시 설문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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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질문을 토대로 설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연령분포는 세종시의 경우 30대가 81.2%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14.1%에 불과하였다. 대전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30대가 76.8%를 차지하였고 20

대는 17.9%에 그쳐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 유형은 두 시 모두 전체 부부 중 절반정도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맞벌이 및 외벌이 비율이 각각 48.1%에서 51.9%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대전시의 경우 맞벌이 및 외불이 비율이 각각 50%

를 기록하였다

가구 연소득 같은 경우, 세종시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대전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연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원 미만 벌이를 하는 경우는 28.3%를 기록하였고, 5천만원 이상에서 7

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37.7%로 나타났다. 가구 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종시의 경우 약 65%로 나타났으나, 대전시의 경우 전체 부부 중 

82.1%가 이 구간에 속하였다. 반면 7천만원 이상 고소득 벌이를 차지하는 부부

의 비율은 세종시가 34%로 대전시 17.9%보다 크게 앞섰다.

이에 세종시 부부의 경우 고소득인 비율이 높으며 고소득 가구가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부부 소득통계와 상통하

는 결과이다.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고소득 부부의 비율이 

높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주택 유형 구성도 눈여겨볼 만 한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응답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형이 85.9%로 대전시 75%보다 약 10% 이상 앞서는 모

습을 보였다.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부분에서는 세종시 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대전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세종시가 전체 응답자 중 34%를 기록하였고 대전시는 25%를 기록하여, 세종시

가 약 9% 가량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즉 전체 부부 중 주거부담이 소득 대비 

10% 정도로 낮은 부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에도 대전시와 세종시 간의 큰 차이가 있었는데, 세종시 출산모

(出山母)는 대학원 이상 고학력 여성이 대전시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학원 이상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세종시는 14.2%를 기록하였으며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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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1%를 기록하여 약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출산모 학력 통계를 보았을 

때 세종시에서 대학원 이상 고학력 출산모가 약 16%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

째로 많은 편이라는 고려할 때 본 설문결과가 어느정도 설득력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있다.

출산 여성의 직업의 경우 양측 도시가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설문조사 

이전에는 세종시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였

으나 실제 설문 응답 결과 세종시의 공공부문 종사자는 23.6%로 대전시 19.6%

보다 4% 가량 앞섰으나 개략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공공부문 종사

자의 경우 어느정도 출산 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

느 도시에 가나 공공부문 여성들은 출산의지가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

다. 

구분 조사내용

설문 기간 22년 5월 12일

설문 대상
만20세~만 50세 이하 기혼 여성

2015년부터 2022년 까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여성

설문 지역
기본군: 세종시 

대조군: 대전시

설문 방법 구글 폼 설문조사

설문 유형 5점 리커트 척도, 객관식 체크 문항

설문 내용

응답자 선정 질문 

PART1.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PART2. 다음은 임신·출산 시 고용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PART3-1. 다음은 임신·출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PART3-2. 다음은 양육 공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PART4. 다음은 출퇴근 환경에 대한 조사입니다.

PART5-1. 다음은 도시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PART5-2. 다음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PART6. 다음은 가족 관련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질문 

총 회수 부수

세종시 106부

대전시 56부 

총 162부 

[표 4-6]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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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PART1.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의 자녀 수는 현재 임신상태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세종시의 경우 자녀수를 묻는 질문에서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고, 두명으로 응답한 경우가 41.5%로 뒤따랐다. 3명 이상이라 

응답한 경우는 9.4%로 대전시 5.4%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

전시는 자녀가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1%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5%

였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절반 이상이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는 반면 대전시는 

절반 이상이 자녀 수가 1명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2. 귀하는 첫째 자녀를 몇 세에 출산하셨습니까?

첫째 자녀를 몇세에 출산하였는지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간의 근소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전시의 경우 2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41.1%를 기록한 반면 세종시의 경우 34%에 그쳤다. 첫째 자녀 평균 출산 연령 

통계에서 세종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연령이 높았는데 이러한 통계

와 부합하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있다.

혼인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모두 절반 이상이 20대 

후반에 결혼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문3. 귀하는 혼인 시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종시의 경우 출산 여성 중 55.7%가 20세~29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30대 초반에 결혼한 비중은 35.8%로 뒤를 이었고 30대 중후반인 35세에

서 39세 사이에 혼인했다는 응답도 8.5%로 다수 많은 편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20세에서 29세 사이에 혼인했다는 응답이 58.9%로 세종시와 비슷했으며, 30대 

초반인 30세에서 34세에 혼인한 비중은 37.5%로 나타난반면, 3.6%의 극소수 여

성만이 35세가 넘어서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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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비율(%)

질문 응답 세종시 (n=106) 대전시 (n=56)

문1. 

자녀수 

(임신상태 포함)

1명 49.1 57.1

2명 41.5 37.5

3명 6.6 5.4

4명 이상 2.8 0.0

문2. 

첫째 자녀 출산 시 나이

20세~29세 34 41.1

30세~34세 53.8 51.8

35세~39세 10.4 7.1

40세 이상 1.9 0.0

[표 4-7]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기본 응답 결과

문4. 귀하는 향후에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에 추가 출산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대전시 모두 ‘아

니오’라고 응답한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이에 현재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 

대부분이 추가 출산의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질문으로는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단위: 비율(%)

질문 응답 세종시 (n=106) 대전시 (n=56)

문4. 

후속 출산 의향 

예 14.2 17.9

아니오 85.5 82.1

[표 4-8] 후속출산 의향 응답 결과

문4-1.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 최대 2개)

향후 추가출산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세종시가 85%, 대전시가 82%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추가 출산 계획이 없

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도시 간의 큰 차이가 있었다. 

대전시와 세종시 모두 ‘본인의 육체·건강상 고려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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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대전시는 47%인 반면 세종시는 35%로 응답 비중 간에 큰 차이가 벌어

졌는데, 이는 세종시 통계를 보면 1억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소득이 전국 시도 중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자녀 양

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기타 시군들보다 낮기 떄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뒤이어서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 자녀를 낳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세종시 

26.1%로 대전시 21.8% 보다 약 5퍼센트 가량 많았다. 

1 : 본인의 육체·건강상 고려 때문에

2 :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3 : 본인의 직장 혹은 학업 때문에

4 : 본인의 여가나 자아성취를 위하여

5 :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6 : 기존 자녀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7 :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8 : 배우자의 협조가 없어서

[그림 4-2] 후속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중복체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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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다음은 임신·출산시 고용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현재 취업상태이십니까?

취업상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세종시의 경우 47.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대전시는 46.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문1-1. 귀하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거나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육아휴직 사용여부 혹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세종시는 82%가 그렇다고 답하

였고 대전시는 76%가 긍정의견으로 답하였다.

문1-2. 귀하의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 내 육아휴직 급여 제공 여부에 대하여 세종시 여성 중 77.4%가 긍정의

견을 내비쳤으며 대전시의 경우 81.5%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문1-3. 귀하의 직장에서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육아휴직 기간을 묻는 물음에 세종시의 경우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2.1%

로 대전시 7.4%보다 약 4배 이상 높았다. 

문1-4. 직장 내 보육시설 여부

직장 내 보육시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세종시는 26.4%로 대전시 11.1%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 직장 

내 어린이집 이용 현원을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직장 내 어린

이집 이용 비율이 약 16%로 전국 평균인 4%를 크게 웃돌았으며, 2020년 당시 

대전시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 현원은 약 11.5%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통계 수치

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설문 응답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세종시의 

경우 계속해서 직장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 현재는 더욱이 높

아졌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들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고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출산에 친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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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비율(%)

질문 응답 세종시 대전시

문1.

취업상태 여부

예 52.8 46.4

아니오 47.2 53.6

문1-1.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예 82 76.9

아니오 18 23.1

문1-2.

직장 내 육아휴직 급여 

제공 여부

예 77.4 81.5

아니오 22.6 18.5

문1-3.

직장 내 육아휴직 제공 

기간 

없음 13.2 18.5

1년 미만 34 48.1

1년 이상~2년미만 20.8 25.9

2년 이상 32.1 7.4

문1-4. 

직장 내 보육시설 여부

예 26.4 11.1

아니오 73.6 88.9

※문1. 응답수: 세종시 (n=106), 대전시 (n=56)

※문1-1.~문1-4. 응답 수: 세종시 (n=53), 대전시 (n=27)

[표 4-9] 고용환경에 대한 응답 결과

문2. 만 7세 미만 자녀 육아 시 직장에 어떤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중복 체크. 최대 2개)

만7세미만 자녀 육아 시 직장에 어떤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묻는 질문은 중

복체크를 허용하였는데, ‘육아기 단축근로제’나 ‘육아기 유연근로제’ 혹은 

‘요일제 재택근무제’에 응답한 경우가 과반 이상이었다. 이에 여성들이 출산

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휴직제도가 아니라 아기를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임산부나 출산한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육아휴직 전 기간 유급휴가’등이 있었다.

이처럼 출산이나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희망함에도 실제 현황은 그렇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분에서 자녀 출산·양육 시 ‘단축근로, 유연근로, 육아휴직, 출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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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배려’등을 묻는 응답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현재다니고 있는 직장 혹

은 가장 최근에 다녔던 이전 직장 경험을 토대로 응답하게끔 하였는데 약 20% 

내외의 여성들만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대

다수의 여성들은 출산·양육시 근무환경에서 배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

였다. 설문 응답자 중 약 85% 여성들의 추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을 

보았을 때 이처럼 출산과 육아에 배려가 없는 육아환경이 출산 의지를 떨어트

리는 데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일자리 유지

에 걸림돌이 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대전시 모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10% 내외의 아주 극소수의 응

답자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 : 육아기 단축근로제

2 : 육아기 유연근로제

3 : 육아휴직제도

4 : 직장 내 보육시설

5 : 요일제 재택근무

6 : 기타

[그림 4-3] 출산 및 양육 시 고용환경 지원 희망 사항 (중복체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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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1. 다음은 임신·출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출산계획에 세종시(대전시)의 출산지원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은 여셩의 출산 계획에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출산정책의 실효성은 5점만점에 2.7

점 정도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합계출산율이 1위인 지역조차 지방정

부의 출산지원 정책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갈 수 있으며, 현 지방정부의 

출산 관련 정책이 출산 의지를 결정짓게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출산지원 정책 만족도 평점이 5점만점 중 2.7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대전시

도 3.3점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4]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 응답 결과

문2. 세종시(대전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이 적정하다.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에 대하여는 두 도시 모두 적정하다는 응답이 35% 내

외로 나타나, 이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 조차도 지방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5]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적정성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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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세종시(대전시) 보육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적정하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6] 보육 및 양육 지원 정책 적정성 응답 결과

지자체의 보육 및 양육 정책이 적정도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대전시 모두 만

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보육 정책 만족도 평점이 5점

만점 중 3.1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대전시도 3.3점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문4. 자녀를 돌 전까지는 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고 싶다.

본 문항은 예비설문조사 시 두가지 문항을 수정한 것이다. 예비설문시 기존 

문항은 ‘만1세이전의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와 ‘영아기 때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해야한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이었다. 이러한 문항은 여성들이 영아기 자녀들을 직접 기르고 

싶어하는지 그럴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하여 구

성한 문항이나, 예비 설문 응답 결과 가치관적인 의도라고 판단되어 그렇지 않

다는 의견과 그렇다는 의견이 절반정도로 나뉘었다. 이에 본 설문조사에서는 자

신의 자녀라면 영아기 때 본인이 기르고 싶은지 혹은 기관에 맡겨도 상관이 없

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결과 세종시의 경우 74.%가 본 문항에 긍정(그렇다+매우그렇다)는 답변을 

하였다. 돌 전까지 직접 키우고싶지 않다고 응답한 답변은 10.4%에 불과하였다. 

대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기르고 싶냐는 

물음에 긍정한 의견은 6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양육기관에 위탁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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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다는 부정 의견은 총 7.2%에 달하여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영아기 자녀 양육 가치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모두 약 

10% 내외의 여성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돌 전까지는 직접 기르고 싶다고 응답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영아기 때 까지는 보육기

관 혹은 양육기관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르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마음

에 정책이 잘 따라주기위해서는 양육기관을 보강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육아

휴직 혹은 고용 탄력성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7] 영아기 자녀 위탁 여부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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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2. 다음은 양육 공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긴급하게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

까?(중복체크 가능, 최대2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한 물음은 세종시와 대전

시가 큰 차이를 보였다. 본 문항은 세종시의 경우 다른 시보다 직주근접이 가능

하여 양육 공백 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빠르게 가정에 도착하여 양육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설계한 문항이다. 

그 결과 실제로 대전시와 세종시 간의 큰 차이를 보였는데, 세종시의 경우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40.6%에 달하였으나, 대전시의 경우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30.4%에 불과하여 약 10% 가량 차이가 났다. 본인이 

휴가를 내는 등 직접 해결한다는 응답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경우 36.8%

에 달하였으나 대전시는 이보다 낮은 30.4%를 기록하였다. 

본 설문 문항에서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의견은 대

전시와 세종시 모두 약 5% 내외에 불과하여 매우 극소수만이 공공의 정책을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 기관에 위탁

한다는 의견이 약 20% 정도로 높았다. 각각의 응답은 대전시가 약 20%, 세종시

가 약 16%를 차지하였다. 

양육 공백에 대한 질문에서 ‘친정식구’로 응답한 경우가 세종시가 58.5% 

대전시는 약 67.9%로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공공의 양육 정책을 긴급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약 72시간 전에 미리 신청해

야하며 정규근로시간이 아닐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등 이용하는 데 어려움

이 있어 결국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학원 등 기관에 각자 사교육으로 

위탁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객관식문항을 추가하였으나 

선택지 이외에 다른 응답은 없었다.

설문 응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에게 ‘양육 정책’은 

결심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출산을 결심하게 된 의지에 양

육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이미 자녀를 기르고 있는 상황

에서는 이미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육 공백 시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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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양육 정책이 양육 공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공공 양육 정책은 긴급하게 양육 공

백이 발생한 경우 까지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학원 등 사설 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고 이에 양육비 부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친정식구’라는 응답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양육공

백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사설 양육비 부담을 높이고 이러한 까닭으로 후

속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 본인이 해결함(휴가 등)

2 : 배우자의 도움

3 : 친정 식구

4 : 시댁 식구

5 :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

6 : 사설 아이돌봄 서비스

7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기관

[그림 4-8] 양육 공백 대처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최대 2개 중복체크 가능)

문2. 귀하의 가정에서는 야근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야근 빈도에 대하여 묻는 설문은 정규 근로시간이 아닐 때 어떻게 대처하는

지 묻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야근을 안한다는 의견이 세종시 및 대전시 모두 

40%에 달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주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세종시가 9.4%로 대전시 1.8%보다 약 5배 가량 많았다.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이상 안함 합계

세종시

(n=106)

개수 24 18 8 10 46 106

비율 22.6% 17.0% 7.5% 9.4% 43.4% 100%

대전시

(n=56)

개수 14 11 7 1 23 56

비율 25.0% 19.6% 12.5% 1.8% 41.1% 100%

[표 4-10] 주당 야근 회수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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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귀하의 가정에서는 퇴근 후 야근 혹은 추가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가정에서 야근 혹은 잔업을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선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본다’는 의견이 두 시 모두 54%를 기록하였다.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세종시가 27.2% 대전시가 

31.4%를 차지하였다. 집에서 잔업을 한다는 응답도 두 시 모두 12% 가량을 차

지하였다.

단위: 비율(%)

질문 응답
세종시 

(n=106)

대전시 

(n=56)

문2-1.

가정 내 

야근 시 대처 방법

배우자가 돌본다. 54.4 54.9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의 도움을 받는다. 27.2 31.4

집에서 잔업을 한다. 12.6 11.8

아이를 재우고 다시 출근한다. 3.9 2.0

기타 의견 2.0 0.0

[표 4-11] 가정 내 야근 시 대처 방안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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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다음은 출퇴근 환경에 대한 조사입니다. 

문1-1 + 문2-1. 본인 및 배우자의 통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여성의 통근 시간’ 응답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출퇴근 환경에 대한 질문의 경우 세종시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직주 근접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묻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 세종시의 경우 

전체 통근 인구의 1/4 가량의 평균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도 이러한 통계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통계청 통근통행 통계 수치를 보면 세종시와 대전시 모두 통근시간이 전체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짧은 편에 속하였다. 그럼에도 본 설문결과 세종시의 통근

시간이 대전시보다 15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전국 시도중에서 

통근시간이 적게 걸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이 주목해볼 만하다.

세종시에서 통근하는 출산모(出山母) 중 통근시간이 ‘15분 이내’라고 응답

한 의견은 14.3%로 대전시 10.7%보다 약 4%가량 높았댜. 나아가 통근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한 경우는 세종시 60.3%로 대전시 50.0%보다 10.3% 가량 

많았다.

이에 세종시 여성의 경우 통근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가 전체 여성 10

명 중 6명 이상을 차지하여 다른 도시보다 통근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근시간 통계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남편의 통근 시간’ 응답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

다. 통근 소요시간의 경우 두 도시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의 통근 소요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통근 시간의 경우 세종시가 대전시보다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 통근시간이 15분 이내라고 응답한 비중은 세종시가 14.2%로 5.4%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세종시의 경우 남편의 통근시간이 30분 이내라고 응답

한 비중이 52.9%로 전체 배우자 2명 중 1명 이상이 통근 시 할애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전시의 경우 39.3%로 세종시만큼 통근시

간이 짧은 배우자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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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통근 소요시간 응답 결과

위의 그림 통근 소요시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 및 대전시의 통근 

소요시간 분포를 알 수 있는데, 본인(여성) 및 배우자(남편) 두 경우 모두 세종

시의 통근 소요시간이 대전시보다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통계청 통근조

사결과와 본 설문조사 결과가 부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제3장 1절 5.통근

환경에서 정리한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근통계 결과와 본 설문조사 결과가 일치

한다. 더불어 세종시에서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통근시

간이 다른 도시에 비해 15분 가량 짧아, 세종시의 직주근접 도시계획이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분명히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1-2  +  문2-2. 귀하와 배우자께서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본인이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퇴근 후 여성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아보고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직장·주거 근접하게끔 구성되어있는지 통근 환경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와 대전시 귀가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오후 6시 이전’

에 도착한다는 응답은 세종시가 20.4%로 대전시 10.7%보다 약 10%가량 차가 벌

어져 세종시 통근 출산모 10명 중 2명 이상이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오후 5시 30분 이전’에 귀가한다는 응답 비중이 세

종시는 6.5%지만 대전시는 0.0%였다. 

출산 여성의 귀가 시간 설문을 통하여 세종시 여성들이 대전시 여성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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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일찍 도착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세종시가 어느정도 

직주근접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여성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실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오후 7시 31분 이후’에 도착한다는 응

답은 세종시가 약 25%로 대전시 10.7%보다 2.5배가량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

여, 세종시 출산 여성들 중 노동강도가 강한 여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배우자의 귀가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세종시가 대전보다 빨랐다. 우선 저녁 

‘6시30분 이전 귀가’한다는 응답은 세종시가 26.4%로 대전시 23.2%보다 약 

3.2%가량 앞섰으며, ‘저녁 7시 이전 귀가’한다는 응답은 세종시가 60%로 대

전시 48.3%에 비해 약 12%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우 배우자들의 통근시간이 다른 도시보다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6시 반 이전에 귀가하는 경우도 전체 배우자 중 1/4 이상이고, 

10명 중 6명 이상의 대다수 배우자가 7시 이전에 이르게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10] 귀가 시간 응답 결과

위의 그림을 통해서 귀가 시간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하는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이나 대전시의 경우 10%를 기록하여 1/2 정도

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귀가 시간의 경우 오후 7시 이전에 귀가

하는 응답비중이 세종시는 53.0%로 대전시 48.2%보다 약 5%가량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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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3. 귀하께서는 통근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통근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묻는 물음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근부

분 선택지를 토대로 체크박스식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인구총조사 결과에서는 

세종시와 대전시 두 도시 모두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설문 결과에서도 이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통근 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통근 여성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57.1% 여성이 ‘승용차·승합차(벤)’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이보다 많은 67.9%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버스가 세종시 36.7%를 기록하였고 대전시도 28.6%로 

승용차 뒤를 이었다. 복합수단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두 도시 모두 0%로 나타나 

출산 여성 중 복합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출

퇴근 피로도를 줄여 육아나 가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비율(%)

질문 응답 세종시 대전시

문1-3.

통근 시 교통수단

승용차·승합차(벤) 57.1 67.9

버스(시내·시외버스, 통근버스 등) 36.7 28.6

도보 6.1 3.6

자전거, 퀵보드 0.0 0.0

기차 0.0 0.0

택시 0.0 0.0

복합수단 0.0 0.0

[표 4-12] 여성 통근 시 교통수단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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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통근 시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남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두 도시 모두 승용차가 가장 많았다. 세종

시는 승용차·승합차(벤)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3.6%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67.9%로 나타났다. 이어서 버스는 세종시 16%, 대전시 28.6%로 나타났다.

단위: 비율(%)

질문 응답
세종시

(n=49)

대전시

(n=28)

문2-3.

통근 시 교통수단

승용차·승합차(벤) 73.6 71.4

버스(시내·시외버스, 통근버스 등) 16.0 23.2

도보 3.8 1.8

자전거, 퀵보드 2.8 1.8

기차 2.8 0.0

택시 0.0 0.0

복합수단 0.9 1.8

[표 4-13] 배우자(남편) 통근 시 교통수단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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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1. 다음은 도시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세종시(대전시) 도시환경에 만족한다.

세종시 도시환경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응답 비중은 68.9%로 나타

났으며, 대전시의 경우 만족하는 응답 비중은 50.0%로 낮게 나타났다. 도시환경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세종시 3.9점으로 대전시 3.4점보다 높았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1] 도시환경 만족도 응답 결과

문2. 세종시(대전시) 공원녹지가 쾌적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공원녹지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가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8.3%로 매우 높았으며, 대전시의 경우 이보다 현저히 낮은 53.6%로 나

타났다. 이에 녹지환경에 만족도에 대해서 세종시는 10명중 8명 정도가 만족한

다면 대전시는 이보다 낮은 10명중 절반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은 세종시가 4.1점으로 대전시 3.7점

보다 0.4점가량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2] 공원녹지 쾌적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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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세종시(대전시) 도시환경은 출퇴근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각 도시의 출퇴근 환경 편리함을 묻는 조사에서 세종시의 경우 58.6%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는 이보다 낮은 48.1%만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출퇴근하기 ‘매우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는 세종시가 17.1%로 대전시 10.6%보다 6% 가량 높게 응답하였다. 출퇴근 환경

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세종시가 3.5점으로 대전시 3.4보

다 0.1점 가량 근소하게 높았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3] 통근 편의성 응답 결과

문4. 임신·출산 시 세종시(대전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고려한 적이 있다.

임신·출산시 당해 시 아파트 청약 기대감에 대해서는 두 도시 모두 예라고 응답

한 비중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이나 출산 시에 부여되는 청약 가점으로 

인해 부부들이 느끼는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세종시 같은 경우 신도시이자 계획도시라는 특성상 신규주택공급이 많

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신·출산 시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출산 의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질문에서 청약에 대해 고려하지 않

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청

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 중 34%에 불과하여 대

전시 56.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단위: 비율(%)

질문 응답 세종시 (n=106) 대전시 (n=56)

임신·출산 시 아파트 

청약 당첨 기대 여부 

예 62.3 78.6

아니오 37.7 21.4

[표 4-14] 임신·출산 시 세종시(대전시)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해 고려한적이 있는지 여부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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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1. 아파트 청약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청약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대전시간의 응답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세종시의 경우 ‘이미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대전시

의 경우는 21.7%로 세종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로서 세종시에

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 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비중은 10명중 4명정도인데 그 이유는 이미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서인 경

우가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이미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에 대

해 기대하는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서’라는 의견이 뒤이어 주를 이루었다. 

그 응답 비중은 세종시와 대전시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당첨 확률이 낮다고 

응답 비중이 세종시는 약 34%에 불과한 반면 대전시는 약 57%에 달하여 세종

시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첨확률

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친다. 세종시에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 청약 당첨에 대해 기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도시의 주택을 원해서라는 의견이 잇따라 주를 이루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세종시 전세가격이 타 도시에 비해 저렴해서’라는 의견

이 있었다.

1 : 이미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2 : 주택 청약에 관심이 없어서

3 : 주택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서

4 : 다른 도시의 주택을 원해서

5 : 주택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것이어서 (매매, 증여 등)

6 : 기타

[그림 4-14] 임신 및 출산 시 해당 도시의 청약에 관심이 없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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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2. 다음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우리동네는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하다.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세종시 여성의 만족도가 대전에 비해 전반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한지 묻는 물음에 대

해 ‘매우 그렇다’는 비중이 세종시는 28.3%, 대전시는 12.5%로 나타나 매우 

만족하는 응답은 세종시가 대전시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값을 구한 결과 세종시가 4.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시도 3.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5] 아이 입장에서 본 도시안정성 응답 결과

문2. 우리 동네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안전하다.

동네에서 여성들이 유모차 혹은 유아차를 갖고 다니기에 안전한지 묻는 물

음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대전시 간에 큰 격차가 벌어졌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긍정 응답’ 비중이 세종시는 약 85%로 대전시 약 61%에 비해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였다. 세종시는 전체 응답자 10명중 8명 이상이 동네 환경에 대헤 유

아차를 끌고 다니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으로 평

균값은 세종시가 4.2점으로 대전시 3.7점에 비해 0.5점 가량 크게 앞섰다.  세종

시의 경우 보행환경을 안전하도록 계획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이 아이들이 다니기에 혹은 유아차가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출산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123 -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6] 유모차 통행 안전성 응답 결과 

문3. 우리 동네는 아기를 낳고 기르기 좋다.

우리동네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냐는 응답에 세종시의 만족 응답이 

대전시를 크게 앞섰다. 세종시의 경우 평균값이 4.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73.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4명중 3명이 세종시 동네 

환경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를 낳

고 기르기 좋다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 응답이 전체 응답 중 34%

로 나타나 대전시 7.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 평균

값은 3.7점으로 보통 만족도에 가깝게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7] 출산 및 보육 만족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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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우리 동네는 해진 후에 여성들이 다니기에 안전하다.

해진 후 여성들이 다니기에 안전하냐는 물음에 세종시 출산모 31.2%가 ‘매

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전시는 이보다 절반 이상 낮은 14.3%만이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8] 여성 야간 통행 안전성 응답 결과

문5. 우리 동네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편하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출산모 27.4%가 우리동네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매우 편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전시는 이보다 절반 이상 낮은 12.5%만이 

매우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19] 병원 접근 편의성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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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우리 동네는 산부인과에 다니기 편하다.

산부인과에 다니기 편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전과 세종시의 긍정 평가가 

반전되게 나타났다. 긍정하는 응답이 대전시는 67.8%였으며 평균점수가 3.8점에 

달하였으나, 세종시는 긍정 응답이 56.6%로 대전시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균점수는 3.6점으로 대전시보다 낮았다. 이에 산부인과 등 출산 친화 시설

이나 여성 병원은 여성의 출산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20] 산부인과 접근 편의성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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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다음은 가족 관련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장에서는 배우자와 부부관계만족도, 양육분담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부부간의 대화 만족도 등을 설문하여 대전시와 세

종시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전시와 세종시 간의 응

답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양 도시 모두 배우자와의 가정 내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의 경우 배우자와 가정 내 양성평등

정도, 부부관계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도시 모두 부부관계 만족도나 일상대화 만족도, 배우가의 출산·양육 가

치관 긍겅 정도가 5점 만점에서기준 3.8점에서 4.0점 사이에 분포하여 긍정하는 

응답이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배우자와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났으며 

긍정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 결과를 주목해볼 만한데,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 에서 

‘출산 및 비출산 가정’을 통틀어 배우자 관련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세종시의 배우자 관련 만족도가 대전시나 기타 도시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본문 제3장 제3절 참조). 반면 본 연구에서 출산을 이미 경험한 여성

만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을 때는 두 도시 간의 수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두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 모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어느 도시에 거주하느냐와 무관하게 대체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배우자의 양육분담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및 양육분담 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여성들이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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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전시 평균이 4.0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는 평균이 3.5점으로 보통에 가깝게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21]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 관련 응답 결과

문2. 남편과의 양육 분담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와의 양육 분담 적정도에 대해서 세종시와 대전시 출산모(出山母) 모

두 긍정하는 의견이 50%에서 6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출산을 하고 이

미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양육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22] 가정 내 양육 분담 관련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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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부부 관계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세종시가 

25.5%로 대전시 21.4%보다 약간 앞섰다. 긍정하는 응답은 세종시가 66.1%로 대

전시 75.0%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우자와 부부 관계 만족도가 출산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23] 부부관계 만족도 응답 결과

문4. 남편은 자녀 출산·양육에 긍정적이다.

배우자가 자녀 출산이나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모두 평균값이 3.9점으로 나타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가정의 경

우 배우자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24] 남편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인식 관련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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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남편과 일상 대화를 많이 공유하는 편이다.

배우자와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부부 관계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

상 대화 공유’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세종시가 

36.8%로 대전시 25%에 비애 약 14%가량 크게 앞섰다. 또한 긍정한다는 응답이 

세종시 73.6%로 대전시 66.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 모두 평균

값은 4.0점 내외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배우자와의 가정 내 관계가 자유

롭고 좋을수록 출산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세종시 대전시

[그림 4-25] 부부 일상 대화 공유 여부 관련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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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설문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험군인 세종시와 대조군인 대전시에 설문

지를 배포하여 각각 156부 및 56부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2021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전시는 0.81명으로 낮

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응답자 특성의 경우 가구소득은 통계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연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고연봉 부부의 비율이 대조군보다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대조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공기관종사자수 

비중은 실험군 및 대조군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후속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종시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 자녀

를 낳아서’라고 응답이 주를 이루었지만, 대전시는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때

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세종시는 고소득 부부의 비율이 높아 비

용이 출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여성의 고용환경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세종시 및 대전시 모두 고용

안정성 및 고용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후에도 직업을 유

지하는 비율은 전체 여성 중 약 50% 수준에 불과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세종

시 여성들은 다른 도시보다 육아휴직 사용기한이 월등히 길었다. 설문 결과 

‘육아휴직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약 32%로 대전시 약 7%보다 5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 조사에서 출산 여성 과반이‘자녀를 돌 

전까지 직접 기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 전 자녀를 양육기관에 위탁해

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여성들이 영아기에 자신

의 자녀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의지를 증가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시 해당 도시에 아파트 청약 당첨 기대감의 경우 세종시는 

다른 도시보다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첨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나타났다. 통근환경조사에서는 세종시의 경우 통근시간이 대전시보다 15분 정도 

짧았으며 6시 이전에 귀가하는 여성이 대전시보다 2배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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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세종시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전국적인 범저출산 현황 속에서 매년 합계출산율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지속해서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를 기

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여성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세종시에 초점을 두고 이 도시만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핀 후 여성들

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추적해보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를 토대로 설문조사지를 구성하여 실험군인 세종시에 106부를 배포하

고, 대조군인 대전시에 56부를 배포하였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대전시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

준이다. 연구 결과 세종시 여성 출산의지가 다른 도시보다 높은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세종시 여성들이 다른 도시보다 출산을 많이 결심하게 된 데에는 출

산 후 배우자의 육아참여도 및 육아 지원 정도가 다른 도시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가사분담실태 및 가사분담 만족도, 배우

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전국평균보다 10% 이상 높아 배우자의 육아참여정도가 

여성들의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세종시 여성들은 다른 도시보다 육아휴직 사용기한이 월등히 길

었다. 고용환경 설문 결과 ‘육아휴직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약 

35%로 대조군인 7%보다 약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를 돌 전까지 양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기

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들 중 돌 전에 자녀를 양육기관에 위

탁해도 상관없다는 응담은 10%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에 여성들이 영아기

에 자신의 자녀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의지를 증가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종시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다른 

도시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전

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출산 이후 일하는 여성들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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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 절반에 달하여 평균적인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 현재 자녀

를 출산한 여성 중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약 53%로 대조군 47%와 유사

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공공부문 종사자라고 응답한 비중은 약 24%로 대조군 

20%와 비슷하였다. 이에 세종시 여성들이 다른 도시보다 고용부분에서 안정성

이 높다거나 고용환경이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세 번째로 세종시의 직주 근접 도시계획이 여성의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직주근접 이론을 근간으로 계획된 환상형

(環狀形) 도시다. 통근소요시간을 살펴본 결과 다른 도시보다 통근시간이 15분 

가량 짧았다. 또한 통근자 중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72%로 전국 평균인 약 

50%보다 월등히 높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다. 통근시간이 짧

고 통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근 피로도가 줄어 이러한 시간과 노력

을 양육 및 가사에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 세종시 여성의 가사분담 실태 만족도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 결과 긴급하게 양육 공백 

시 어떤 도움을 받느냐는 물음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결한다는 응답이 대조

군보다 10% 가량 높게 나왔다. 이에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 가사 및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긴급하게 양육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도 배우자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세종시는 소득대비 주거부담이 매우 낮았다. 세종시의 부부 연소득은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평균보다는 600만원 

가량 높으며 1억 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고소득 부부가 많은 데에 반해 ‘전세가격지수’는 전국평균 대

비 60% 정도에 달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10% 이하인 부부가 35% 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소

득이 높은것에 반해 주거비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 출산의지에 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세종시 출산 여성들은 ‘고학력’인 비중이 높아 경력단절 이후에도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출생신고 통계결과 세종시 출산모들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 비중이 16%로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도 

대조군보다 대학원 이상 고학력 여성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실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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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들 수 있다. 세종시 여성의 경우 ‘보행

환경’이나 ‘어린이 통행환경’ 혹은 ‘녹지환경’ 만족도가 다른 도시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문결과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안전

하다.’는 응답이 7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유모차를 통행하기 안전

하다.’는 응답이 85% 가량으로 나타나 대조군보다 10% 이상 높은 비중을 보였

다. 이러한 도시환경이 아이를 이미 낳고 기르는 여성들에게 편리함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며 결국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후속출산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던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출산과 관련된 통계조

사 및 전반적인 도시 특성을 조사하는 등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의 경우 여성의 출산을 단순히 

가임여성이 해야하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주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

상을 전체 가임여성이 아니라 ‘실제로 출산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에 출산을 이미 경험한 여성들이 보았을 때 어떤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출산

의도’나 ‘출산의지’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향후 정부에서 여성의 출산에 필요한 환경

을 조성할 때 어떠한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출산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여성들의 입장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세종시와 대전시 이외에 다양

한 권역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후속 연구에서 보

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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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안내 글

세종시 여성 출산의지 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석사과정생입니다.

본 설문은 세종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출산의도를 연구하는 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이 휘 정 

hweeya061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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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응답자 선정 질문

문1. 귀하는 최근 7년 (2015년부터 2022년) 이내에 세종시에서 자녀를 임신 하거나 출산하

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설문중단

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20세이상~만30세      ② 만31세~만40세 
③ 만41세~만50세           ④ 기타  ☞설문중단

문3. 귀하께서는 세종시 어느 동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T1.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현재 임신상태를 포함하여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문2. 귀하는 첫째 자녀를 몇 세에 출산하셨습니까?

① 20세~29세 ② 30세~34세 ③ 35세~39세 ④ 40세 이상 

문3. 귀하의 혼인 시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29세 ② 30세~34세 ③ 35세~39세 ④ 40세 이상 

문4. 귀하는 향후에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4-1. 더 이상 출산계획이 없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 최대2개)

① 본인의 육체·건강상 고려 때문에
② 이미 계획한 수 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③ 본인의 직장 혹은 학업 때문에
④ 본인의 여가나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본인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⑥ 기존 자녀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⑦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⑧ 배우자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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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다음은 임신·출산 시 고용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현재 취업상태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로 이동

문1-1 귀하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거나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2. 귀하의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3. 귀하의 직장에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없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

문1-4. 귀하의 직장 내에는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2. 만 7세 미만 자녀 육아 시 직장에 어떤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중복 체크, 최대2개) 

① 육아기 단축근로제 ② 육아기 유연근로제 

③ 육아휴직제도        ④ 직장 내 보육시설    ⑤ 요일제 재택근무

문 3. 다음은 임신 출산 시 고용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니고 계시는 직장 
혹은 가장 최근에 다녔던 직장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주십시오.

임신·출산 시 고용환경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장에서 자녀 출산·양육를 배려해주는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출산·양육 시 단축근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출산·양육 시 유연근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출산·양육 시 유연근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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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다음은 출산 및 양육 정책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출산계획에 세종시의 출산지원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세종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세종시 보육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를 돌 전까지는 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양육 공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긴급하게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최대2개)
① 본인이 해결함 (휴가를 내는 등)
② 배우자의 도움
③ 친정 식구
④ 시댁 식구
⑤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
⑥ 사설 아이돌보미 서비스
⑦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기관
⑧ 기타

문2. 귀하의 가정에서는 야근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① 주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주4회 이상     ⑤안 함

문2-1. 귀하의 가정에서는 추가근무(야근)를 해야하는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① 배우자가 자녀를 돌본다
②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우고 밤에 다시 출근한다
③ 집에서 잔업을 한다
④ 주변 가족 혹은 친지들의 도움을 받는다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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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다음은 출퇴근 환경에 대한 조사입니다.

문1. 귀하는 현재 취업상태 혹은 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로 이동

문1-1. 귀하의 통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15분 이하     ②16분~30분이하    ③31분~45분이하  

        ④46분~60분이하 ⑤60분 초과

문1-2. 귀하께서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17시 30분 이전 ②17:30~18:00 ③18:01~18:30 ④18:31~19:00 ⑤19:01~19:30 
⑥19:31 이후 ⑦기타

문1-3. 귀하께서는 출퇴근 시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①도보  ②자전거,퀵보드  ③승용차, 승합차   

        ④버스(시내·시외버스, 통근버스 등)      ⑤기차   

        ⑥택시  ⑦복합수단    ⑧ 기타

 

문2.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의 출퇴근 환경에 대한 조사입니다.

문2-1.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통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15분 이하     ②16분~30분이하    ③31분~45분이하  

        ④46분~60분이하 ⑤60분 초과

문2-2. 귀하의 배우자께서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17시 30분 이전 ②17:30~18:00 ③18:01~18:30 ④18:31~19:00 ⑤19:01~19:30 
⑥19:31 이후 ⑦기타

문2-3.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출퇴근 시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①도보  ②자전거,퀵보드  ③승용차, 승합차   

        ④버스(시내·시외버스, 통근버스 등)      ⑤기차   

        ⑥택시  ⑦복합수단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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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1. 다음은 도시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다음은 세종시 도시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십시오.

도시 환경 만족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세종시 생활 환경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세종시 공원녹지가 쾌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세종시 도시환경은 출퇴근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임신·출산 시 세종시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해 고려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1. 아파트 청약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미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② 주택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서

③ 주택 청약에 관심이 없어서

④ 다른 도시 주택을 원해서

⑤ 주택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것이라서(매매, 증여 등)

⑥ 기타

PART5-2. 다음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 다음은 귀하가 살고있는 동네 만족도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십시오.

임신·출산·양육 시 거주 동네 환경 만족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는 아기를 낳고 기르기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는 해진 후에 여성들이 다니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동네는 산부인과에 가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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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다음은 가족 관련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 요인 만족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과의 양육 분담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편은 자녀 출산·양육에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남편과 일상 대화를 많이 공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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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질문

문1. 귀하 가정의 경제활동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맞벌이      ② 외벌이

문2. 귀하 부부의 세전 합산 연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③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④ 1억원 이상 

문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이상

문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기업 종사자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③ 판매/서비스직 ④ 자영업/사업가        
 ⑤ 주부          ⑥ 기타

※ 응답자 주거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주택 유형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문6.주택 소유 형태 ① 자가 ② 전세(반전세포함) ③ 월세

문7. 귀하 가정에서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는 소득 대비 몇 퍼센트 이십니까?

 ① 10% 이하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③ 41%~50%         ④ 51%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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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s of Women in Sejong City

LEE, HWEEJU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ing have led women to decide to 

give birth in Sejong City, which has maintained the highest fertility rate for the 

past few years amid the nationwide low birth rate. Accordingly, the overall 

environment of the city was examined first to see how Sejong City'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from other cities, and a survey was prepared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studies to question only women who experienced childbirth.

   Although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number of births have been decreasing 

every year in Korea over the past few years, Sejong City is the only city with the 

highest total fertility rate for seven consecutive years and continues to show a 

high birth rat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how Sejong City's 

childbirth-related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other cities by paying attention to 

the high birth phenomenon of Sejong City. When find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ed women's fertility 

Intentions focusing only on women who had already experienced childbirth in 

Sejong City.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childbirth as a numerical value in the 

biological aspect of pregnant women, bu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at 

conditions have led women to decide to give birth and what affects their 

willingness to give birth.



- 149 -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nvironment related to childbirth in Sejong City, women who gave birth in 

Sejong City were characterized by high age, high education, and high income. The 

proportion of homeless couples was the highest in the country after Seoul. In the 

case of women who gave birth to children in Sejong City, home ownership did not 

affect much, and the birth rate was twice as high as that of other cities, and the 

birth age of the first child was the oldest in the country, so the birth rate was 

hig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literature studies, the characteristics 

that positively influenced the intentions of women in Sejong Cit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women in Sejong City decided to give birth more than 

in other cities because their spouse's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support for 

childcare after childbirth were higher than in other cities.

   Second, women in Sejong City had a much longer period of use for parental 

leave than in other cities. It can be seen that allowing women to raise their own 

children in infanc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ir willingness to give 

birth. On the other hand, it could not be said that women in Sejong City had 

higher stability in employment than other cities or that the employment 

environment was superior.

   Third, it was found that Sejong City's plan for a city close to work had a 

positive effect on women's willingness to give birth. As a result, the workplace 

and residence are close, so more time can be spent on housework and parenting, 

and even if there is an urgent parenting gap, the person or spouse can solve it 

immediately. In the case of other cities, it was found that when there is a 

parenting gap, it is mainly for couples to receive help from their parents rather 

than directly solving it.

   Fourth, Sejong City had a very low housing burden compared to income. Sejong 

City's annual income for couples was found to be the highest in the country after 

Seoul. While there are so many high-income couples, the survey found that 35% 

of couples had less than 10% of "the proportion of housing costs to income." 

Accordingly, it can be seen that the high income, while the burden of housing 

costs was very low,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Fifth, women who gave birth in Sejong City were highly likely to be able to 

return to work even after a career break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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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ccording to the birth report statistics, 16% of mothers in Sejong City 

had "graduate or higher" education, which was twice as high as the national 

average.

   Finally, it was found that pregnant women living in Sejong-si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urban environment. Accordingly, it can be seen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give birth to subsequent childbirth by reducing 

parenting stress when carrying children around by making women who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feel convenient.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wha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who experienced 

childbirth. As a research method,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o derive meaningful questionnaire results. If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use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what conditions the government should have when creating an environment 

necessary for women's childbirth in the future.

keywords : Fertility Intentions,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Fertility rate, 

Women, Sejong City

Student Number : 2018-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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