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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
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
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
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

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
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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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
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

「

」

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
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ㆍ사회통계」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
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
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이번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
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
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
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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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출산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
율이 하락하고 있다. 2019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 중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저출산
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여기
에는 청년층의 장기 고용불황, 점점 높아지는 주거비, 높은 자녀 양육비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
되었지만,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결혼은 수용하나, 출산은 선택으로 여기는 무자녀 가정
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은 기혼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서 그 진행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무자녀 기혼여성은 인구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 역할 등 태도 관련 요인이 향후 출산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과정과 더불어 무자녀 가정의 현황을 논의한
다. 또한 무자녀 가정의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출산율 정
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용어: 저출산, 첫 출산 간격, 무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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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국가 주
도의 가족계획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초반까지 4.0명 이상의
고출산 국가였으나, 출산율은 계속 저하하여 198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인 2.08명으로 진입하였다.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1.45명, 2002
년에는 1.1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10년에는 1.15명,
2012년 1.3명, 2015년 1.24명에서 2017년 1.05명이었다가 2018년 드디어 0.98명으로 1.0명
이하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추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있어왔다.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연
령, 남아 출산여부, 여성의 교육수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이 있고, 경제적 요인으로
는 기혼여성의 소득과 남편의 소득, 주거상태, 가구의 자산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
전쟁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거시적인 사건들이 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성역할론,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육아환경, 출산시기의 지연, 생리적인 불임 등등
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한 요인인 무자녀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기
혼여성의 무자녀 현상에 관한 연구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자녀에
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무자녀 현상과 선진국의 무자녀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김한곤, 2014년). 우리나라를 위시한 개발도상국의 무자녀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개발도상국의 무자녀 현상의 주된 원인은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생물학적인 난임이 원인으로 주목되었다. 즉 비자발적 무자녀를
비중 높게 다룬다. 반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구 유럽국가의 무자녀 비중은, 20세
기 초반 출생코호트에서부터 이미 20% 안팎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의 원인은
서구사회의 공중보건과 피임법의 발달,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
경제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자기 선택적 출산 회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무자녀 관련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무자녀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의 증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을 그 원인으로 거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현상에 대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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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통 출산이라는 생애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자료에 대한 종
단적 접근으로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으로 이행률이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초혼연령과 학력수준, 경제활동
과 주거상태, 거주 지역별로 출산으로 이행률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결혼 후 출산으로 이행하는 조건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에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조사(2015년) 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횡단면 자료를 통해 무자녀 기혼여성,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국내·외 선행연
구 검토를 통해 무자녀 가구를 적절하게 정의하고,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
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8년)를 활용하
여 무자녀 기혼여성, 가구의 현황을 제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년)를
통해서는 무자녀 가구의 지역별 분포, 무자녀 기혼여성의 직업과 경제활동, 교육수준,
주거환경 등 객관적 상황을 살펴본다. 한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2018
년)를 통해서는 인구주택조사에는 없는 항목 위주로 무자녀 기혼여성과 유자녀 기혼여
성 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혼과 자녀, 이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 자
녀계획 여부 및 향후 출산 계획, 이상 자녀수와 난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

提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향후 출산률 제고(

제2장 해외 통계
1. 출산(Fertility)
[그림 1]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TFR)을 시기(1970년, 1995년, 2017년)별로 제시
한 것이다.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명 이상인 국가는 터키(2.07명),
멕시코(2.15명), 아르헨티나(2.28명) 등 9개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은 이스라엘(3.11명), 멕시코(2.15명), 터키(2.07명)의 3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1.4명 ~ 1.9명 사이에 분포하며, 특히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1.05명), 스페인(1.31명), 이탈리아(1.32명)이다. 이 밖에 2017년 기준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일본 1.43명, 독일 1.57명, 스위스 1.52명, 중국 1.63명, 미국 1.77명,
호주 1.74명, 영국 1.74명, 인도 2.3명, 이스라엘 3.11명 등이며, OECD 국가 평균 합계출
산율은 1.65명, EU 국가 평균은 1.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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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주: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15-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임.

[그림 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TFR): 1970년, 1995년, 2017년

준거시점을 1975년으로 했을 때, OECD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감소했다. 이
시기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다. 한국은 1970
년 4.53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3.48명 감소했으며, 중국은 1970년 5.65명에서 2017년
1.63명으로 4.02명 감소했다. 두 국가 모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구 억제정책을 편 국가
로 이것이 합계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찍이 산업화 과정을 겪은 서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한국이나 중국처럼 드라마틱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1970년 3.97명, 2017년 3.11명으로 동기간
중 합계출산율은 0.86명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70
년 2.74명에서 2017년 1.65명으로 1.09명 하락하였다.
[그림 2]는 1950년, 1960년과 1970년에 출생한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 시점 출생코호트의 완결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한다.
1950년 이전에 출생한 기혼여성의 국가별 완결출산율은 아이슬란드가 2.7명으로 가장
높고, 슬로바키아 2.3명, 스페인 2.15명, 프랑스 2.12명 , 체코 2.11명 순이다. 1950년생의
완결출산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 1.72명이며, 스위스 1.8명, 핀란드 1.85명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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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주: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이란 해당 출생코호트의 기혼여성이 실제로 낳은 출생아 수임.

[그림 2] 1950년, 1960년과 1970년에 출생한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대체로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율은 하락한다. 1960년생의 완결
출산율을 살펴보면, 스페인 2.15명, 프랑스 2.12명, 미국 2.03명, 일본 1.83명 등이다. 한편
1950년보다 1960년생의 완결출산율이 높아진 국가도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에스토니
아와 헝가리가 그 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50년생의 완결출산율이 각각 2.01명,
1.85명에서 1960년생은 2.06명, 1.96명으로 상승했다. 에스토니아와 헝가리 역시 1950년
생은 1.96명이었으나, 1960년생은 각각 2.06명, 2.02명으로 완결출산율이 상승하였다. 이
시기(1950년~1960년) 북유럽 국가의 가족복지정책과 동유럽 국가의 공산권 해방이 출산
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이다. 국가 간 세부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출
생순위별 분포는 첫째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둘째, 셋째이상 순이다. 첫째의 비
중이 50%를 조금 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53.4%), 루마니아(53.1%), 멜타(52.9%), 포르투
칼(51.7%), 불가리아(50.9%)이며, 첫째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38.2%), 라트비아
(40.1%), 에스토니아(40.2%), 핀란드(40.6%) 등이다. 첫째 출생 비중이 과반을 조금 상회
하는 OECD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 두 개 국가이다. 모든 국가에서 출생순위 중
첫째의 비중은 50% 미만이며, 라트비아와 아일랜드는 그 비중이 40% 수준이다. 출생순
위 중 셋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 미만이며, 아일랜드, 영국,
핀란드 등은 2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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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3]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2017년

2.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그림 4]는 25~39세 여성의 실제자녀수와 추가계획자녀수이다. 실제자녀수란 조사시
점의 출생아수이며, 추가계획자녀수는 향후 계획하는 자녀수로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이
상자녀수(기대자녀수)이다. 25~39세는 아직 출산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가족 규모”는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작은 규모의 자녀를 선호하는 OECD 국
가는 오스트리아(1.74명), 독일(1.91명), 이탈리아(1.85명), 스페인(1.86명), 포르투갈(1.87
명)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의 자녀를 선호한다. 반면 이상자녀
수 규모가 큰 국가는 아일랜드(2.74명), 프랑스(2.6명), 덴마크(2.36명) 등이다. 이상자녀
수의 OECD 22개 국가 평균은 2.14명이며, EU 국가 평균은 2.11명으로 인구대체수준(2.1
명)을 조금 상회한다.
여성의 학력수준 및 경제활동 상태는 출산수준에 영향을 준다. 대체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할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임
금수준이 높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할 경우 임금손실이 크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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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주: 이상자녀수(기대자녀수) = 실제자녀수 + 추가계획 자녀수

[그림 4] 25~39세 여성의 실제자녀수와 추가계획자녀수: 2011년

[그림 5]는 25~39세 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이상자녀수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
만, 대체로 고학력 여성의 이상자녀수가 중·저학력 여성보다 낮다. 반대로 고학력 여성
의 이상자녀수가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2.52명), 벨기에(2.53명), 슬로베니아(2.37명),
룩셈부르크(2.35명) 등이다. 교육수준별 OECD 22개 국가의 평균 이상자녀수를 살펴보
면, 중·저학력 여성은 2.31명, 고학력 여성은 2.26명으로 고학력 여성의 이상자녀수가
0.05명 적다. 한편 EU 국가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중·저학력 여성은 2.30명, 고학력 여성
은 2.28명으로 고학력 여성의 이상자녀수가 0.02명 적다.
[그림 6]은 25~39세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별 평균 이상자녀수이다. 취업여성이 비취
업 여성보다 이상자녀수 규모가 약간 적다. OECD 국가 평균 자료를 보면 취업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5명, 비취업은 2.34명으로 비취업여성의 이상자녀수가 0.09명 더
많다. 대체로 취업여성의 이상자녀수가 비취업여성보다 낮으나, 예외인 국가도 있다. 취
업여성의 이상자녀수가 비취업여성보다 높은 국가는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으로 기혼
여성의 자발적 파트타임 일자리가 활성화된 북유럽 국가들은 취업여성의 이상자녀수가
비취업여성보다 오히려 높다. 이들 국가들은 자녀수가 증가해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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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주: 저학력은 교육기간 15년 이하, 중은 교육기간 16~19년, 고학력은 교육기간 20년 이상으로 정의됨.

[그림 5] 25~39세 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이상자녀수: 2011년
(단위: %)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6] 25~39세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별 평균 이상자녀수: 2011년

3. 혼외출산(Births outside of marriage)
[그림 7]은 OECD 국가의 혼외출산의 비율이다. OECD 국가의 평균 혼외 출산 비율
은 40% 수준이며, 칠레(72.7%), 덴마크(54.0%), 에스토니아(56.1%), 프랑스(59.7%), 네덜
란드(50.4%), 노르웨이(56.2%) 등 OECD 11개 국가의 혼외출산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터키는 혼외출산의 비율이 10%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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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으며, 특히 일본(2.3%)과 한국(1.9%)은 혼외출산 비율이 2% 수준이다. 동아시아 국

先

後

가 중 일본과 한국은 선( )결혼, 후( )출산의 사회적 규범이 매우 강하다. 반면 유럽,
북미 국가는 법적인 결혼 상태가 아닌 혼외 출산의 비율이 높다.

(단위: %)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주: 혼외출산이란 법적인 결혼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로, 동거커플에서 태어난 경우, 미혼
모, 이혼모를 포함한다.

[그림 7] 혼외출산의 비율: 1970년, 1995년, 2016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혼외출산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1970년대
OECD 국가의 혼외출산 비율은 10% 미만이며, OECD 30개국 평균은 7.2%에 불과했다.
그러나 OECD 국가 평균 혼외출산 비율은 1995년 23.1%, 2016년에는 39.7%로 크게 증가
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는 1970년 이후 혼외출산 비율이 50%p 가
량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4. 무자녀(Childlessness)
OECD 국가에서 관찰되는 출산 패턴의 변화는 합계출산율 및 이상자녀수 감소, 혼외
출산 및 무자녀 비중의 증가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도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으나, 대체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
면서 출산 수준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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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40~44세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이다. 기혼여성의 연령을 40대 전반으로 한
것은 이 시기에 거의 완결 출산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오스트리
아(21.5%), 스페인(21.6%)과 영국(20.0%) 등 몇몇 OECD 국가는 무자녀 비중이 20% 수준에
이른다. 반면 무자녀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멕시코(8.6%), 칠레(7.7%), 한국(6.8%), 터
키(4.5%) 등이다. 한국 40-44세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1990년 중반 3.6%에서 2010년
6.8%로 3.2%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단위: %)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주: 1. 1990년 중반은 국가별로 1990에서 1997년도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2.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자료가 없는 경우 가까운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정상출산(live birth)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산과 입양은 제외된다.

[그림 8] 40-44세 기혼여성 무자녀(childless) 비중: 1990년 중반, 2010년
국가마다 비교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1990년 중반과 2010년 기간 중 40~44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대체로 상승하였다. 동 기간 중 핀란드는 5.3%p 상승하였으며, 영

–

국은 6.0%p, 한국은 3.2%p 상승하였다. 반면 룩셈부르크(-3.6%p), 슬로베니아( 2.4%p),

–

리투아니아( 3.8%p)는 무자녀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림 9]는 1970년 출생코호트의 최종적인 무자녀 비율과 완결출산율이다. 무자녀비
율은 국가 간 완결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높은 수준의 무자녀 비율
은 보통 낮은 수준의 완결출산율로 연결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핀란드는 무자녀
비중이 높으나, 완결출산율 역시 높은 반면, 포르투갈은 무자녀 비중과 완결출산율 모두
낮다. 이는 출생아수 분포 차이에 기인한다. 핀란드는 다자녀의 비중이 높고, 포루투갈
은 한 자녀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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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Human Fertility Database)
주: 1. 최종적인 무자녀 비율(Definitive childlessness), 완결출산율(Completely Fertility rates)

[그림 9] 1970년 출생코호트의 최종 무자녀 비율과 완결출산율

제3장 첫 출산으로 이행
1.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가. 연구가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는 통계 작성 이래 일부 기간의 불규칙성을 제외하고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하향변동 추이를 보인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3년(2.06명) 이후 1984년 1.74명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1980년대 중반에
서 1990년대 후반까지 합계출산율은 1.5명~1.8명 사이의 안정적 수준을 보이다가, 1990
년대 후반 이후 합계출산율은 다시 1.5명 이하로 급격히 낮아졌다. 2000년 이후 합계출
산율은 1.2명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이며, 2017년 1.05명까지 낮아진 후 2018년에는 0.98
명으로 1.0명 이하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출산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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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서구 국가도 한때 출산율이 하락하여 사회문제가 되었으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이민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으며, 중국은 한 아이 낳기에서 두 자녀까
지 허용하는 인구정책으로 수정하였다.
출산수준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는 출산의 양(quantum)과 속도(tempo)이다. 우리나
라의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크게 ‘완결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지연’의 두 차
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출산의 양적 차원이며, 후자는 출산의 속도와 관
련된다.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출산의 양적 저하에 초점을 맞
춘 논의들이 다수를 이룬다. 1960년대까지 6명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교육 수준의 상승과 활
발한 경제활동 참여, 남아선호 사상의 약화와 소자녀 가치관으로의 변화 등은 우리나라
의 낮은 출산율의 중요한 원인으로 언급된다.
(단위: 명)

출처: 통계청 KOSIS.

[그림 10]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8년)
출산율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자녀의 출산연령
(age at first birth)의 변화이다(은기수, 2001; Rindfuss, Morgan and Swicegood, 1988; Ryder,
1980).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혼외 출생아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결혼연령의 상승, 만

晩婚)은 곧 첫 자녀 출산연령의 상승을 의미한다. 첫 출산연령이 늦춰지면 결국 기간

혼(

출산율은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최근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력 수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면 기간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산행태인 첫 출산으로의 이행률을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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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혼여성의 첫 출산 기간은 학력수준, 경제활동상태(직업), 지역, 주거상태
별로 어떤 차이를 보일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율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
면 대체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출산율이 하락
한다고 논의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수준을 설명하는 ‘뒤집어진 J 자형 가
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수준은 점차 낮아지나, 지위가 아주 최상층일
경우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특성으로 출
산수준의 차이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첫 출산기간이다. 따라
서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첫 출산기간에 관해 다음과 연구가설을 설정하
였다. 분석대상은 조사시점(2015년) 기준 완결출산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45~49세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연구가설 1.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첫 출산기간은 지연될 것이다.
연구가설 2.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첫 출산기간은 지연될 것이다.
연구가설 3. 기혼여성이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첫 출산기간은 지연될 것이다.
연구가설 4. 주거가 안정될수록, 첫 출산기간은 단축될 것이다.

나. 생존표 분석(Life-Table Analysis)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첫 출산까지의 기간(duration)이다. 종속변인이 기간일 경우 이
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다. 사건사 분석
은 동일표본의 지속적인 관찰에 의한 종단적 자료를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질적인 상
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분석기법이다.1)
출산행태 분석에서 사건사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첫 출산의 발생이라는 분석대
상자의 질적 상태의 전이(transition)와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는 첫 출산까
지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생존표 분석을 통해 혼인
코호트별 첫 출산간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사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은 시간(time)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발생과 사건이 발
생하기까지의 생존기간(survival time)이다. 사건사 분석에서 분석대상의 질적인 상태의
1) 일반적으로 통계학과 의학에서는 생존기간을 분석한다 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며 사회과학에서는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경제학에서는 지속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이라
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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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사건(event)이 된다. 가령 출산과 미출산으로 구분되는 특정 시점의 상태공간을
가정했을 때, 한 개인이 어떠한 시점에서 미출산에서 출산 상태로 이행하였다면, 여기서
출산으로의 이행이라는 상태의 전이(transition)는 사건(event)이 되며, 관찰시작 시점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은 생존기간(survival time)이 된다.
사건사 분석은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상태 지속기간에 관심을 갖는데, 지속기
간이 짧다는 것은 그 사건발생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기간이 길다는 것
은 사건발생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전이확률
(transition probability)로 측정된다. 가령 t 시점에서 미출산 상태에 있던 100명의 사람들

△

가운데 시점 t+ t에도 여전히 미출산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이 75명이라면 전이확률은
100-75/100 즉 0.25로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미출산 상태를 m으로, 출
산이 발생한 상태를 n이라고 가정했을 때, m 상태에 있던 관찰대상이

△

△t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 n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Y(t)=m에 있던 관찰대상이 t+ t 시점에서 n상태에 있
을 비율로 계산된다.

△

△

Qmn(t, t+ t) = Pr[ Y(t+ t)=n / Y(t)=m ]
사건사 분석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관찰의 기본단위가 특정 상태의 지속기간
(spell, duration)이 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 절단된 자료
(censored-data)의 처리이다. 동일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할 경우 사건이 발생
하여 관찰이 중단되는 경우 외에 표본탈락이나 응답거부로 인한 관찰 중단이나, 관찰 종
료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관찰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관
찰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중도절단의 예로 우측-중도절단(right-censored)이라고 부른다.
우측-중도절단의 ‘제 1형태’(type 1 censoring)는 관찰종료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
아 관찰을 종료하게 된 경우이다([그림 11]의 t2). 중도절단의 ‘제 2형태’(type 2 censoring)
는 연구대상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관찰종료 시점 이전
에 연구자 임의로 관찰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이다([그림 11]의 t3, t5). 본 연구의 분석자
료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년) 자료이며, 절단된 자료는 중도절단의 제 1
형태에 속하게 되는데, 분석대상을 45-49세 기혼여성(출산 완결이 거의 이뤄진)으로 한
정하여 제 1형태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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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사건발생, ×는 관찰종료임.

[그림 11] 생존자료(survival data)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생존표를 사건사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사회·
경제적 특성별 출산확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연구방법은 모수적
모형(parametric model)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모수적 모형(non-parametric model)을 이용하
는 방법이 있는데,2) 생존표 분석은 비모수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관찰 대상의 생존 기간
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로 탐
색적인(exploratory) 수준에서 이뤄지는 사건사 분석기법이다.
생존표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관찰 기간을 몇 개의 구간(interval)으로 나누고, 사건이
발생한 대상자의 구간 생존확률과 사망확률을 구하고 그후 일정 기간까지의 구간 생존
확률과 누적 생존확률을 구함으로써 이뤄진다. 생존표 분석의 기본 가정은 관찰 대상자
의 상황이 분석기간 동안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경과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
산확률을 추정하는데 있어 가령 노동시장 지위나 가구소득 등 출산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요인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생존표법은 생
존기간이 비교적 짧고(5~10년 정도), 연구기간의 설정이 명확하며, 관측치의 수(N)가 비
교적 많을 때 사용된다. 반면 관찰기간이 월 단위로 세분화될 경우에는 Kaplan-Meier
method가 보다 적합하다(송경일·안재억, 1999; 34-35).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특정 기간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2) 모수적인 모형(parametric model)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지수분포, 와이블 분포 등이
있고, 비모수적인 모형(nonparametric model)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생존표 분석
(life-table method), Kaplan-Meier method, 콕스 비례 재해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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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시간을 T로 실제로 관찰된 생존시간을 t로 표기하면 생존함수 S(t)는 다음과 같다.

S(t) = Pr(T

≥ t)

따라서 전 관찰자의 수를 N이라 하고 이 중 t 시점까지 출산이 발생하지 않은 수를
n이라고 하면 S(t)의 추정치는 n/N이 된다. 즉 t시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관측치의
전체 관측치에 대한 구성비(proportion)가 S(t)인 것이다. 반면 t 시점까지 출산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F(t)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또는 누적확률로
부르며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

F(t) = Pr(T t) = 1

– S(t)

관찰을 시작하는 시점 즉 t =0일 때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S(t)=1이며, t =

∝일 때는 결국 모든 관찰대상자에게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게 되므로 S(t)=0이 된
다. 즉 생존함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출산 전이확률은 집단특성에 따

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가령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른 집단의 기혼여
성은 출산 전이확률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의 3절에서 분석에 활
용된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년) 개인자료이며, 45~49세의 기혼여성
(1,667,7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출산기간은 첫 아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시점
과의 차이를 통해 생성하였다.3)

2. 분석결과
가. 초혼연령과 교육수준
[그림 12]는 기혼여성의 연령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이다. 생존분석의 분
석대상은 완결출산이 이뤄지는 시점인 45~49세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기혼여성을
초혼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연령집단별 결혼기간의 증가에 따른 첫 출산 이행확률을 생
존곡선으로 제시하였다. 20~24세에 결혼한 기혼여성은 결혼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44%
가 출산하였으며, 25~29세는 43%, 30~34세는 40%, 35~39세는 37%가 출산하였다. 결혼

3) 생존분석은 만 45세~49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결혼(초혼 기준) 이후 첫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월)을 이용하여 생존분석(Proc Lifetest : method=lt)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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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8개월(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20~24세는 70%, 25~29세는 69%, 30~34세는
65%, 35~39세는 62%가 출산하였다.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으로 이행률은 높아
지는데, 결혼 후 24개월(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20~24세와 25~29세는 82%, 30~34세
는 77%, 35~39세는 74%가 출산하였다. 한편 결혼 후 36개월이 되면 약 90%가 출산을
경험한다.

Log-Rank 검증
Wilcoxon 검증
-2Log(LR)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2,341.3451
3
2,783.2771
3
1,686.3701
3

유의도
<.0001
<.0001
<.0001

[그림 12] 기혼여성(45~49세)의 연령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 출산 이행확률을 살펴보면,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이 발
생하는 속도가 빠르며, 반대로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이 발생하는 속도는 상대적으
로 더디다. 그러나 결혼 후 36개월(3년)이 되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기혼여성의

약

90%(20~24세 92%, 25~29세 91%, 30~34세 및 35~39세 88%)에서 출산이 발생한다. 기혼
여성의 초혼연령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은 20~24세 17.4개월, 25~29세 18.0개월, 30~34
세 19.6개월, 35~39세 19.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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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기혼남성의 연령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이다. 여성은 초혼연
령이 낮을수록 출산이 빠르게 발생되나, 남성의 경우 초혼연령이 아주 낮거나(20~24세)
늦은 경우(35~39세) 출산이 더디게 진행된다. 세부 연령집단별 출산으로의 이행률을 살
펴보면, 20~24세는 결혼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38%가 출산하였으며, 25~29세는 44%,
30~34세는 45%, 35~39세는 40%가 출산하였다. 한편 결혼 후 18개월(1년 6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서는 20~24세는 62%, 25~29세는 69%, 30~34세는 71%, 35~39세는 65%가 출산
하였다.

주: 기혼남성은 분석대상인 45~49세 기혼여성의 남편임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유의도

Log-Rank 검증

4,734.4452

3

<.0001

Wilcoxon 검증

2,629.4216

3

<.0001

-2Log(LR)

4,793.9555

3

<.0001

[그림 13] 기혼남성의 연령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으로 이행률은 높아지는데, 결혼 후 24개월(2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는 20~24세는 77%, 25~29세는 82%, 30~34세는 83%, 35~39세는 77%가 출산하
였다. 한편 결혼 후 36개월(3년)이 되면 20~24세는 88%, 25~29세는 92%, 30~34세는 91%,
35~39세는 88%가 출산한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 36개월(3년)이 되면 기혼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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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에서 출산이 발생한다. 기혼남성의 초혼연령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은 20~24세
20.7개월, 25~29세 17.5개월, 30~34세 17.6개월, 35~39세 19.9개월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학력수준별로 결혼기간별 첫 출산으로 이행확률은 어떠한가? [그림
14]는 기혼여성의 학력수준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이다. 결혼 후 12개월(1
년)이 지난 시점의 출산 이행률을 살펴보면 종졸은 41%, 고졸은 45%, 대졸은 40%, 석사
이상은 35%가 출산하였다. 결혼 후 24개월(2년)의 출산 이행률은 중졸은 81%, 고졸은
83%, 대졸은 79%, 석사 이상은 74%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이 더디
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 후 36개월(3년)이 되면 약 90% 가량의 기혼여
성이 출산을 경험하는데,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석사 이상은 결혼 후 3년이 흐른 시점
에 13%가 미출산 상태로 다른 집단에 비해 출산으로 이행률이 가장 낮다. 석사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결혼 후에도 학업이나 취업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기혼여성의 학력수준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은 중졸 이하 18.6개월, 고졸 17.6개월, 대졸 19.0개월, 대학원 이상 21.2
개월이다.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유의도
Log-Rank 검증 5,799.7444 3 <. 0001
Wilcoxon 검증 10,145.2416 3 <. 0001
-2Log(LR)
3,652.5233 3 <. 000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유의도
Log-Rank 검증 3,593.3134 3 <. 0001
Wilcoxon 검증 6,971.1012 3 <. 0001
-2Log(LR)
2,240.3365 3 <. 0001

<여성>

<남성>

주: 기혼남성은 분석대상인 45~49세 기혼여성의 남편임.

[그림 14] 학력수준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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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남성의 출산 이행률 역시 기혼여성과 유사하게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이행
률이 낮다. 기혼남성의 결혼 후 12개월(1년)이 지난 시점의 출산 이행률을 살펴보면 종
졸은 42%, 고졸은 45%, 대졸은 42%, 석사 이상은 37%이며, 결혼 후 24개월(2년)의 출산
이행률은 중졸은 81%, 고졸은 83%, 대졸은 81%, 석사 이상은 77%로 고학력 남성일수록
저학력 남성보다 출산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 후 36개월(3년)이
되면 약 90% 가량의 기혼남성이 출산을 경험하는데,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석사 이상
은 88%로 학력수준별 집단 중 가장 이행률이 낮다. 기혼남성의 학력수준별 평균 첫 출
산 소요기간은 중졸 이하 18.7개월, 고졸 17.7개월, 대졸 18.4개월, 대학원 이상 20.4개월
이다.

나. 취업상태 및 주거
[그림 15]는 취업여부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이다. 여기서 기혼여성과 기혼
남성의 취업여부는 첫 출산 시기가 아닌 현재의 취업여부이다. 먼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별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률을 살펴보면, 결혼 후 12개월(1년)은 취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유의도
Log-Rank 검증 2,141.6405 1 <. 0001
Wilcoxon 검증 1,941.2427 1 <. 0001
-2Log(LR)
2,233.5345 1 <. 000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유의도

Log-Rank 검증

2,141.6405

1

< .0001

Wilcoxon 검증

1,941.2427

1

< .0001

-2Log(LR)

2,233.5345

1

< .0001

<여성>

[그림 15] 취업여부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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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44%, 비취업자는 41%이며, 결혼 후 24개월(2년)은 취업자는 82%, 비취업자는 80%
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출산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상
태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은 취업자는 17.8개월, 비취업자는 19.2개월이다.
남성의 취업여부별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률은 결혼 후 12개월(1년)은 취업자
는 43%, 비취업자는 41%, 결혼 후 24개월(2년)은 취업자는 81%, 비취업자는 80%로 취업자
와 비취업자 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기혼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95% 수준으
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혼남성의 취업상태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은 취업
자는 18.2개월, 비취업자는 18.7개월이다. 취업여부별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률은
현재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혼여성은 취업자의 출산 이행률이 비취업자보다
더 빠르며, 남성은 취업상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16]은 기혼여성의 맞벌이 여부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이다. 여기서
맞벌이 여부는 출산 시점이 아닌 조사시점 기준이다. 기혼여성의 맞벌이 여부별

Log-Rank 검증
Wilcoxon 검증
-2Log(LR)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2,141.6405
1
1,941.2427
1
2,233.5345
1

유의도
< .0001
< .0001
< .0001

[그림 16] 기혼여성(45~49세)의 맞벌이 여부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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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률을 살펴보면, 결혼 후 12개월(1년)은 맞벌이는 44%,
외벌이는 41%, 결혼 후 24개월(2년)은 맞벌이 82%, 외벌이 80%로 맞벌이 기혼여성의 첫
자녀 출산이 비맞벌이보다 빠르게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맞벌이 여부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은 맞벌이 17.7개월, 외벌이 19.1개월, 무벌이 19.3개월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주거상태이다. 주거의 안정성은 출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점유형태별 기혼여성의 출산으로 이행률을 살펴보면 결혼
후 12개월(1년)은 자가는 44%, 비자가(전·월세 등)는 40%이며, 결혼 후 24개월(2년)은 자
가는 82%, 비자가는 79%로 자가인 경우 비자가보다 출산으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된 것
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주택점유 형태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은 자가 17.8개월, 비
자가 19.5개월이다.

Log-Rank 검증
Wilcoxon 검증
-2Log(LR)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2,745.4091
1
1,988.0449
1
2,628.2728
1

유의도
<.0001
<.0001
<.0001

[그림 17] 기혼여성(45~49세)의 주택점유형태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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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그림 18]은 기혼여성의 지역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이다. 지역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도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출산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수도
권 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 그렇다면 출산의 속도는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먼저 수도권 여성의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률을 살펴보면 결혼 후 12개월(1
년)은 41%, 24개월(2년)은 80%, 36개월(3년)은 90%이며, 광역시는 결혼 후 12개월(1년)
은 43%, 24개월(2년)은 82%, 36개월(3년)은 91%, 도는 각각 44%, 82%, 92%로 수도권이
광역시와 도지역에 비해 출산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와 도
는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출산 이행률에 큰 차이가 없다. 권역별 평균 첫 출산 소요기간
은 수도권 18.8개월, 광역시 17.9개월, 도는 17.8개월이다.
도농 간 출산속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출산 으로
이행률을 살펴보았다. 동부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출산 이행률은 결혼 후 12개월(1년)은
42%, 24개월(2년)은 81%이며, 읍면부는 결혼 후 12개월(1년)은 44%, 24개월(2년)은 81%로
동부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출산 이행률이 약간 더 빠르다.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Chi-Square DF Pr > Chi-Square
Chi-Square DF Pr > Chi-Square
Log-Rank 검증 1,614.9098 2
<.0001
Log-Rank 검증 18.9319
1
<.0001
Wilcoxon 검증 2,285.8551 2
<.0001
Wilcoxon 검증 417.309
1
<.0001
-2Log(LR)
985.2946 2
<.0001
-2Log(LR)
21.0239
1
<.0001
<권역별>
<도농별>

[그림 18] 기혼여성(45~49세)의 지역별 첫 출산에 이르는 생존함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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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서는 기혼여성의 학력수준, 경제활동, 거주지역 등 다양한 속성별로 결혼기간
경과에 따른 첫 출산으로의 이행율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출산수준
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학력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 상승은 출산수준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수준은 출산의 양과 출산의 속도로 설명될
수 있다. 출산의 양은 보통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 같은 출산수준의 양적 지표로 설명
된다. 출산의 속도는 출산이 빠르게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며, 혼인에서 출산까지의 기간
으로 설명된다.
앞서 분석된 바에 따르면, 석사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다른 교육수준 집단보다 첫 출
산으로의 이행이 지연된다. 대졸 여성 역시 고졸 여성보다 첫 출산으로의 이행이 느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가설 1.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첫 출산기간은
지연될 것이다.”는 지지된다.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기혼여성의 첫 출산기간을 보면 현재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자의 출산으로 이행률이 비취업자보다 빠르며, 남성은 취업상태별 첫 출산
기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가설 2.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록, 첫 출산기간은 지연될 것이다.”는 기각된다. 그러나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취업상
태는 출산시점이 아닌 조사시점의 취업상태로 경제활동참여가 여성의 출산시점에 미치
는 영향을 엄밀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주지역별 기혼여성의 첫 출산기간을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다른 지
역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첫 출산이 느리게 발생한다. 수도권 여성은 합계출산율이 낮을
뿐더러 출산의 속도 또한 느리다. 수도권 여성의 출산 수준이 낮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
해 높은 주거비와 보육 및 교육비, 높은 경제활동참여 등에 요인에 기인한다. 반면 광역
시와 도 지역의 출산 이행률은 유사한 수준으로 수도권 여성보다 출산이 빠르게 진행된
다. 따라서 연구가설 3. “기혼여성이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첫 출산기간은 지연될 것이
다.”는 지지된다.
주거상태별 기혼여성의 첫 출산기간을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비자가보다 첫 출
산이 빠르게 진행된다. 주택점유형태는 소득의 대리변수로도 활용되는데, 불안정한 주
거 상황은 출산의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4. “주거가 안정
될수록, 첫 출산기간은 단축될 것이다.”는 지지된다. 그러나 여기서 활용된 자료의 출산
시점이 아닌 조사시점의 주택점유형태로 주거안정성이 출산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엄
밀히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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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무자녀 가구 특성
1. 선행연구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 우리나라 가구 구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1인 가구 증
가와 더불어 부부가구의 증가 또한 두드러진 변화추세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주택총조
사에서 부부가구는 1990년 94만 가구로 8.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13만 가구로
15.9%까지 두 배로 증가하였다. 자녀의 독립 또는 출가로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대표
적이겠으나,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또한 부부가구의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여기서는 비혼, 만혼 등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인 무자녀 가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아(2013)는 무자녀 원인 관련 선행연구를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결
혼 연령의 상승과 그로 인한 생애과정 지연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측면을 들고 있
다. 노동시장 내 불확실성,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실업률 증가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 출산은 자발적 포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육아의 기회비용이론
(Becker, 1960; Becker and Lewis, 1973)은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소득 증대로 기회비용
이 커져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출산과 자녀양육
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하향 취업화를 이끌고 있어 그 기회비용은 더 크다. 셋째, 개인의
가치관 측면으로 과거 아이 갖기는 필수적 규범으로 여겨졌으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개
인의 생애과정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아이 갖기가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아이 갖기는 선택이지만, 그 책임 또한 온전히 개인에게 부과되어 의무와
책임이 과중된다는 측면에서 아이 갖기는 더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이다(Beck and
Beck-Gernsheim, 1999; Beck-Gernsheim, 2010). 아이 갖기와 키우기는 경제적인 비용뿐 아
니라 정신적인 비용과 시간, 최고의 애정과 노력 투하가 필요한 일이 되었다
(Beck-Gernsheim, 2010).
무자녀 가족을 의도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무
자녀로 구분하기도 하며(조준영, 2006), 또는 계획적, 결과적 무자녀(이지영 2013; 이민
아, 2013)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수현(2012)은 혼인기간 3년 이상인 21명의 무자녀 기혼
여성을 심층면접하여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지니는 주관적 인식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객
관적인 조건에 의한 무자녀 가족 분류기준(불임소지 유무와 무자녀 결정시기)에 따라 유
형화하였다. 불임이 아닌 경우는 무자녀 결정시기를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분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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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인 경우는 불임 치료 전 무자녀를 결정한 가족과 불임 치료 후 무자녀 결정한 가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무자녀 가족이 무자녀를 결정한 시기와
요인이 다르지만, 무자녀를 결정한 데는 행위자의 주체성과 실천적 능동성이 반영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자녀 기혼 남녀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로는 김정미 외(2013)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으로 상당히 불신
하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무자녀 가구는 주변에서 집
단주의적 자녀관을 강요받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었다. 무자녀 가족을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인식을 전환하여 한부모 가
구와 재혼 가정 등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듯 무자녀 가구 또한 가구의 한 형태
로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무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한 상
대적 박탈감,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 존중
받고,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질적 연구 사례들은 주로 무자녀를 결정한 기혼 남녀를 심층면접하여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에 의해 결정된 사례들을 탐색하고 무자녀의 원인을 유형화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무자녀 선택 동기는 개인적 가치관과 함께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
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양적 방법론을 통해 무자녀 가구를 조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계봉오 외(2015년)는
인구주택총조사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내의 연령이 35~64세이며, 자녀가 없는 부부를 무자녀 가
정이라 정의하였다. 전체 무자녀 가정의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10년 2.1%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5~64세는 무자녀 가정 비중이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이지 않
는 반면, 35~54세는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35~39세는 1975년 1.1%에서
2010년 4.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무자녀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무자녀 가정의 아내 평균 연령이 1975년
47.5세에서 2010년 43.0세로 4.5세 낮아졌는데, 이는 35~39세의 비중이 같은 기간 19.4%
에서 38.1%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1990년대 이후는 만혼으로 혼인기간이 짧은 여성들
이 무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35~44세 연령의 비중이 증가, 일시적인 무자녀 가정이 증
가한 것이다. 무자녀 가정의 아내의 평균 교육년수는 1975년 2.7년에서 2010년 12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자인 경우는 1975년 0.9%에서 2010년 17.0%로
증가하였다. 무자녀 가정 아내의 특성이 과거에는 저학력의 전업주부였으나, 최근에는
고학력의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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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혼인할 미혼인
구가 자녀 및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변수정(2019)은 미혼남녀의 자녀 및 가족의 형태에 대한 가치관을 전
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2018년)로 분석하였다. 자녀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여성 48.0%로 남성(28.9%)보다 훨씬 높으며, 2015년
(29.5%)보다 18.5%p 상승하여 미혼여성들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
하고 있었다.
결혼과 자녀의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는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에 대
한 찬성은 남성 63.0%, 여성 78.7%로 결혼을 하면 임신·출산을 당연시 여기던 가치관의 변
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자녀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하
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남성 25.0%, 여성 23.8%로
미혼남녀의 결혼제도 밖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김한곤(2014)은 지역별 무자녀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16개 광역자치단체
를 분석단위로 무자녀 현상의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무자
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주택보급률, 도시화율, 전문직종사자율, 비농업분야종
사자율, 인구 10만 명당 의사율,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율, 도로포장률, 도로보급률 등
13개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무자녀율은 15~49세 기혼부인 중 15~49세 무자녀 기혼
부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하였다. 각 독립변수 변수들은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묶어
서 사회발전지수, 교통수단지수, 여성의 지위지수, 경제발전지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무자녀율 추이는 1990년 8.1%에서 2005년 9.4%로 상승했다가 2010년엔
7.0%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에서 2005년의 무자녀율 증가는 비자발적 무자녀율 감소와
자발적 무자녀율 증가에 기인하며, 2010년의 무자녀율 감소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
책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의 무자녀율이 가장 낮았으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높았다. 연령집단별로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중
반까지의 무자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자발적 무자녀율이 높아진 것으로 유추하였
다. 연령집단별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위, 경제발전지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연
령집단별로 4가지 요인 변수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15~19세에서는 네
가지 변수와 부적관계를 나타나고 있으나 20세 이후는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15~19세에서는 사회발전이 진행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여성의 지위
가 높아질수록 무자녀율은 낮아졌으며, 25세 이후에서 사회발전이 진행되고, 교통수단
이 발달할수록,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경제발전이 진행될수록 무자녀율은 높아졌
다. 특히 25~39세에서는 상관관계가 40대보다 더 높은데, 이는 25~39세 연령군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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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율이 더 높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네 가지 요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지위가 높을수록 25~45세 연령집
단의 기혼여성의 자발적 무자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래리돈(1982)은 선진
국 여성들의 불임 가운데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2%에서 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자발적 무자녀로 간주하였으며, 포스톤과 트렌트(1982)는 사회·경제발전
이 지속되면 비자발적 무자녀율은 감소하고 자발적 무자녀율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한곤(2014) 또한 자발적 무자녀와 비자발적 무자녀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래리돈과 포스톤의 논리에 근거하여 무자녀의 증가를 자발적 무자녀의 증가로 주장하였
다.
과거 무자녀 가족은 신체적인 원인인 불임으로 이해되었으나 의학기술의 발달, 성역
할규범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무자녀 가족이 불임이 아닌 부부의 선택의 결과일 수 있
다. 무자녀 결정의 자발성을 강조하며, ‘자녀를 갖지 못하는(child-less)’에서 ‘자녀를 갖지
않는(child-fre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Basten, 2009; 이수현, 2012) 자녀에 대해 부
부 선택의 존중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무자녀 동향으로는 유럽 13개 국가의 무자녀 동향을 살펴보았다. Eva Beaujouan
(2015)은 20세기 유럽 13개 국가의 무자녀율과 교육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대상을 40세 이상의 1916~1965년생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여성의 출생코호
트별 전체 여성 대비 자녀가 없는 여성 비율을 계산하여 5년 주기 출생코호트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13개 국가의 무자녀율은 1940년대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점차 감
소하였으나, 그 이후 코호트부터 서유럽에서는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동유럽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독일어권 국가는 무자녀율이 좀 더 가파르게 증
가하고 있다.
무자녀율과 학력수준이 모두 1940년대 출생코호트를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세
계 대공항과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가임기였던 여성들의 무자녀율은 높고, 그 이후 점차
무자녀율은 감소 경향을 보이다 1940년대 출생코호트부터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
께 무자녀율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학력과 무자녀율의 관계 파악을 위해 학력별 출생
코호트별 무자녀율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무자녀율은 높으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저학력과 고학력 간 무자녀율 차이 또한 감소하였다.
무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결혼기간 몇
년 이상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기도 하고, 결혼기간이 1년이더라도 임신계획이 없
는 경우로 정의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무자녀를 정의하는데 결혼기간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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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거나, 결혼기간을 너무 짧게 정의하면 향후 출산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다수 포함
되는 문제점이 있다.
무자녀 가정을 연구한 해외문헌에서는 OECD 통계 혼외 출산비율이 높은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혼 여부과 관계없이 무자녀를 정의하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결혼여부
와 관계없이 결혼했거나 동거하는 커플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미혼, 동성애자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출생코호트별 아이 없는 여성의 비율 또는 합계출산율
을 무자녀율 추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혼외출산이 1.9% 수준으로 낮은 점에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가정을 결혼기간 5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20세에서 49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기준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분석결과
가. 인총 20% 표본자료(2015년): 현황과 전반적인 특성
<표 1>은 기혼여성(20~49세)의 연령집단별 무자녀 비중이다. 무자녀 가구의 특성
<표 1> 기혼여성(20~49세)의 연령집단별 무자녀 비중
(단위: %, 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49세

무자녀 비중(%)

전체

35.0
40.3
22.8
9.5
5.6
4.0
11.2

59,008
340,485
1,069,583
1,407,328
1,628,537
1,667,722
6,172,663

자녀여부
유자녀
38,352
203,340
826,023
1,273,042
1,537,101
1,601,468
5,479,326

무자녀
20,656
137,145
243,560
134,286
91,436
66,254
693,337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 2015년.
주: 기혼여성은 혼인상태가 유배우, 이혼, 사별이며, 무자녀는 출산 자녀수 0명인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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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은 20세에서 49세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20~24세는 무자녀 비중이 35%이며, 25~29
세는 40.3%로 높은 수준이며, 30~34세가 되면 22.8%로 5명 중 1명 꼴로 무자녀이다. 그
러나 35~39세가 되면 무자녀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9.5%가 되며, 40~44세는 5.6%, 45~49
세는 4.0% 수준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녀의 원인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을 불
가능하다. 다만 무자녀 가정의 규모를 추산하면 20~49세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11.2%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9]는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무자녀 비중이다. 1920년생부터 1960년생까지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2.0%~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한편 무자녀의 비중도 증가한다.
1970년생의 무자녀 비중은 4.8%로 5.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1975년생은
6.8%, 1980년생은 12.9%, 1985년생은 34.8%로 상승하였다.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이 상
승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면서 강력한 산아
제한이 이뤄졌고, 피임보급에 의한 계획임신이 증가하였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성의 고
학력화와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가족주의 가치관은 붕괴되었고,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셋째,
자발적

무자녀

가정의

증가와

만혼,

환경오염의

영향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그림 19]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무자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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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난임의 증가이다. 경제적 부담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발달 등으로 자발적으
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였으며, 만혼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난임이 증가한 것도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게 된 한 요인이다.
무자녀 가정은 어떤 지역에서 비중이 높을까? 출산의 양과 속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출산율이 낮고, 출산의 속도도 더디다.
즉 수도권 지역이 출산으로 이행이 느리게 진행되며, 합계출산율도 낮다. 여기서는 무자
녀 기혼여성을 20~49세의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2>는 무자녀 기혼여성의 지역별 분포이다. 무자녀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
5.41%이며, 인천 4.85%, 경기 4.5% 순이다. 반면 무자녀 비중이 낮은 지역은 광주 2.87%,
대구 3.18%, 울산과 전남 3.37% 순으로 특·광역시도 중 서울(5.41%)의 무자녀 비중이 가
장 높은 반면 광주(2.87%)는 가장 낮다.
<표 2> 무자녀 기혼여성*(20~49세)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무자녀 비중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체

5.41
4.16
3.18
4.85
2.87
3.46
3.37
4.17
4.50
4.45
4.06
4.03
3.46
3.37
3.88
3.75
4.26
4.29

전체
861,971
298,373
248,449
293,043
154,913
157,679
129,202
23,934
1,339,003
137,752
151,940
198,330
168,546
161,759
243,352
341,308
56,905
4,966,459

자녀여부
유자녀
815,378
285,962
240,536
278,817
150,464
152,227
124,848
22,935
1,278,733
131,621
145,771
190,338
162,721
156,306
233,914
328,521
54,482
4,753,574

무자녀
46,593
12,411
7,913
14,226
4,449
5,452
4,354
999
60,270
6,131
6,169
7,992
5,825
5,453
9,438
12,787
2,423
212,88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주: 1.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2. 무자녀 가구 비중(%)=결혼 5년 이상인 20~49세 무자녀 기혼여성 / 결혼 5년 이상인 20~49세
기혼여성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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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표
3> 은
무자
녀
가정
의
연령
집단
별
맞벌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그림 20] 무자녀가구의 시도별 분포

이
비중
이다.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그림 21] 무자녀가구의 시군구별 분포

연령집단별로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을 비교하였다. 20대 기혼여성은 유
자녀 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 38.1%, 홀벌이가구 52.4%, 기타가구 4.0%로 홑벌이의 비
중이 14.3%p 높고, 무자녀 가구는 맞벌이가구 46.0%, 홀벌이가구 40.5%, 기타가구 7.2%
로 맞벌이의 비중이 5.5%p 높다.
30대는 유자녀 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44.6%, 홀벌이가구 47.4%, 기타가구는
2.0%로 맞벌이보다 홀벌이의 비중이 2.8%p 높으며, 무자녀가구는 맞벌이가구 51.7%, 홀
벌이가구 37.0%, 기타가구 4.4%로 홀벌이보다 맞벌이의 비중이 14.7%p 높다. 30대의 경
우 무자녀 가정의 맞벌이 비중이 유자녀 가정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는 유자녀 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51.7%, 홀벌이가구 37.7%, 기타가구는
2.5%로 홀벌이보다 맞벌이의 비중이 14.0%p 높으며, 무자녀 가구 역시 맞벌이가구
46.9%, 홀벌이가구 37.7%, 기타가구 6.6%로 홀벌이보다 맞벌이의 비중이 9.2%p 높다. 한
참 자녀가 어린 시기의 20,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유자녀 가정은 홑벌이의 비중이 높고,
무자녀 가정은 맞벌이의 비중이 높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유자녀, 무자녀 가정 모두
홀벌이보다 맞벌이의 비중이 높다. 40대는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시기로 유자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20, 30대에 비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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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무자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중
(단위: %)

20~29세

30~39세

전체(20~49세)

40~49세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맞벌이

38.1

46.0

44.6

51.7

51.7

46.9

49.2

48.9

홀벌이

52.4

40.5

47.4

37.0

37.7

37.7

41.1

37.4

기타*

4.0

7.2

2.0

4.4

2.5

6.6

2.4

5.7

결측

5.6

6.3

6.0

7.0

8.1

8.8

7.3

8.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주: 1.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2. 기타는 부부 모두 비취업 상태인 경우임.

한편 기타가구(부부가 모두 비취업상태)의 비중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연령에 상관
없이 유자녀 가정보다 무자녀 가정의 기타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자
녀가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계지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표 4>는 무자녀 기혼여성의 직업분포이다. 전체 분석 대상자인 20~49세 기혼여성의
직업분포를 보면 유자녀와 무자녀 기혼여성의 직업분포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유자녀 기혼여성은 전문·관리직 29.9%, 서비스·판매직 27.1%, 사무직 23.1%, 기능직
17.9% 순이며, 무자녀 기혼여성은 전문·관리직 30.3%, 서비스·판매직 27.4%, 사무직
22.9%, 기능직 17.1% 순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다.
<표 4> 무자녀 기혼여성의 직업분포
(단위: %)

20~29세

30~39세

전체(20~49세)

40~49세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전문·관리직

15.6

15.8

36.8

35.3

27.1

26.8

29.9

30.3

사무직

15.1

15.8

27.8

27.7

21.1

19.3

23.1

22.9

서비스·판매직

22.8

26.1

21.4

23.4

29.6

30.7

27.1

27.4

농림어업직

10.6

6.2

1.4

1.3

2.2

2.9

2.1

2.3

기능직

35.9

36.1

12.4

12.2

20.0

20.2

17.9

17.1

결측

0.1

0.0

0.1

0.1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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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무자녀 기혼남성의 직업분포이다. 전체 분석 대상자인 20~49세 기혼남성의
직업분포를 보면 유자녀 기혼남성은 기능직 37.0%, 전문·관리직 21.9%, 사무직 18.9%,
서비스·판매직 18.5% 순이며, 무자녀 기혼남성은 기능직 33.7%, 전문·관리직 25.8%, 서
비스·판매직 20.0%, 사무직 16.8% 순이다. 두 집단 간 직업 분포 차이를 보면, 무자녀 기
혼남성이 유자녀 기혼남성보다 전문·관리직 비중은 높고, 기능직 비중은 낮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20대 기혼남성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전문·관리직 9.0%, 사
무직 9.5%, 서비스·판매직 15.8%, 농림어업직 13.0%, 기능직 51.5%이며, 무자녀 가구는
전문·관리직 11.4%, 사무직 10.5%, 서비스·판매직 23.8%, 농림어업직 11.1%, 기능직
42.7%로 무자녀 기혼남성은 유자녀 기혼남성에 비해 전문·관리직 비중이 높고, 기능직
비중은 낮다. 30대와 40대 기혼남성 역시 무자녀인 기혼남성의 전문·관리직 비중이 높
고, 기능직 비중이 낮다.
<표 5> 무자녀 기혼남성의 직업분포
(단위: %)

20~29세
유자녀

30~39세

전체(20~49세)

40~49세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전문·관리직

9.0

11.4

26.0

29.9

20.4

23.1

21.9

25.8

사무직

9.5

10.5

20.7

19.3

18.2

15.1

18.9

16.8

서비스·판매직

15.8

23.8

18.8

20.2

18.4

19.7

18.5

20.0

농림어업직

13.0

11.1

2.0

1.7

3.1

3.9

2.9

3.1

기능직

51.5

42.7

31.3

28.2

39.3

37.7

37.0

33.7

결측

1.1

0.4

1.2

0.7

0.5

0.4

0.7

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표 6>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분포이다. 20대 기혼여성의 경우 고졸 50.7%,
대졸 33.3%, 대학원 이상은 0.8%이며, 무자녀 기혼여성은 고졸 50.0%, 대졸 33.8%, 대학
원 이상 2.1%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고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30대 기혼여성의 경
우 유자녀 기혼여성은 고졸 30.2%, 대졸 62.1%, 대학원 이상은 6.5%이며, 무자녀 기혼여
성은 고졸 32.7%, 대졸 56.8%, 대학원 이상 8.3%로 무자녀 기혼여성의 대학원 이상의 비
중이 유자녀 기혼여성보다 1.8%p 높다. 40대는 유자녀 기혼여성은 고졸 49.2%, 대졸
42.0%, 대학원 이상 5.0%이며, 무자녀 기혼여성은 고졸 47.4%, 대졸 38.5%, 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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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로 30대와 마찬가지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유자녀 기혼여성보다 대학원 이상의 비
중이 2.6%p 높다.
<표 6> 무자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20~29세

30~39세

전체(20~49세)

40~49세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중졸 이하

15.2

14.1

1.1

2.2

3.8

6.6

3.1

4.9

고졸

50.7

50.0

30.2

32.7

49.2

47.4

42.9

41.4

대졸

33.3

33.8

62.1

56.8

42.0

38.5

48.5

45.9

대학원 이상

0.8

2.1

6.5

8.3

5.0

7.6

5.4

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표 7>은 무자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유자녀 기혼여성의 자
가 비중이 무자녀 기혼여성보다 높다. 20대의 경우 유자녀 기혼여성은 자가 52.6%, 무자
녀 기혼여성은 46.7%로 유자녀 기혼여성의 자가 비중이 5.9%p 높다. 30대는 유자녀 기
혼여성 61.0%, 무자녀 기혼여성은 49.8%로 유자녀 기혼여성의 자가 비중이 11.2%p 높
고, 40대 역시 유자녀 기혼여성 67.6%, 무자녀 기혼여성 54.0%로 유자녀 기혼여성의 자
가 비중이 13.6%p 더 높다.
요약하자면 무자녀 가정 남편의 전문·관리직 비중이 높은 편이며, 부인의 학력수준(대
학원 이상)도 높다. 또한 주택점유형태를 비교해보면 유자녀 가정의 자가 비중이 무자녀
가정에 비해 높은데, 이는 주거가 해결되어야 출산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표 7> 무자녀 기혼여성의 주택점유형태
(단위: %)

20~29세

30~39세

40~49세

전체(20~49세)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자가

52.6

46.7

61.0

49.8

67.6

54.0

65.2

52.1

비자가

47.4

53.3

39.0

50.2

32.4

46.0

34.8

4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년)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분석

35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표 8>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 의향이다. 취업여부와 직업, 학력, 연령계층
별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희망 추가 자녀수를 제시하였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에 따른 향후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31.1%, 비취업자는 31.5%로 비취업자의
추가자녀 희망 비중이 0.4%p 높다.
<표 8> 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명)

취업여부

직업

학력

연령

추가자녀 희망여부

희망 추가 자녀수

취업

31.1

1.36

비취업

31.5

1.35

전문·관리직

37.2

1.38

사무직

35.0

1.35

서비스·판매직

26.7

1.34

농림어업직

22.9

1.51

기능직

23.3

1.35

고졸 이하

23.9

1.33

대졸

37.8

1.37

대학원 이상

36.6

1.39

20~29세

68.3

1.59

30~39세

53.7

1.40

40~49세

13.4

1.19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2015년.
주: 1.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2. 취업여부, 직업, 학력은 20~49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은 해당 연령을 분석대상으로 함.

직업별 무자녀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희망 비중은 전문·관리직이 37.2%, 사무직
35.0%, 서비스·판매직 26.7% 순으로 직업 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관리직의 추
가자녀 희망 비중이 가장 높다. 직업별 희망 추가 자녀수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직이 1.51
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관리직 1.38명, 사무직과 기능직은 1.35명 순이다.
학력수준별 무자녀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희망 비중은 대졸이 37.8%로 가장 높고, 대
학원 이상 36.6%, 고졸 이하 23.9% 순이며, 학력수준별 희망 추가 자녀수는 대학원이상
이 1.39명으로 가장 많고, 대졸 1.37명, 고졸 이하 1.33명이다.
연령계층별 무자녀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희망 비중은 20~29세가 68.3%로 가장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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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세 53.7%, 40~49세 13.4%로 주력 출산시기인 20, 30대의 추가자녀 희망 비중이 높
다. 연령계층별 희망 추가 자녀수를 살펴보면, 20~29세는 1.59명, 30~39세는 1.4명, 40~49
세는 1.19명으로 아직 출산 여력이 있는 20, 30대의 희망 추가 자녀수가 많은 편이다.

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8년):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
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2018
년)를 통해 무자녀 기혼여성과 유자녀 기혼여성의 결혼 및 이혼, 자녀에 대한 태도, 향후
출산계획, 난임 현황 등 다양한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무자녀 기혼여성은 20~49
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유자녀 기혼여
성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전체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인 경우이다.
<표 9>는 유자녀 기혼여성과 무자녀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이다. “결혼을 반
드시 해야 한다.”는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 9.1%, 무자녀 기혼여성은 9.7%로 큰 차이는
없다. “하는 편이 좋다.”는 유자녀 기혼여성 30.3%, 무자녀 기혼여성은 30.0% 역시 두 집
단 간 미세한 차이만 발견된다. 다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자녀 기혼여성
53.5%, 무자녀 기혼여성 56.6%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3.1%p 높다. 한편 “하지 않는 게 낫
다”의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 6.8%, 무자녀 기혼여성 3.2%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3.6%p
높다. 무자녀 기혼여성보다 유자녀 기혼여성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20대

30대

전체

40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반드시 해야 한다.”

9.5

0.0

7.3

8.0

10.0

10.8

9.1

9.7

“하는 편이 좋다.

33.8

42.4

30.7

29.1

30.0

30.3

30.3

30.0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8.0

57.6

55.3

59.0

52.8

55.2

53.5

56.6

“하지 않는 게 낫다.

8.2

0.0

6.4

4.0

6.9

2.9

6.8

3.2

“모르겠다.

0.5

0.0

0.2

0.0

0.3

0.8

0.3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1.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2. 유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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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자녀에 대한 태도이다.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 11.3%, 무자녀 기혼여
성 27.3%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16.0%p 더 높다. 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중 역시 유자녀
기혼여성 47.6%, 무자녀 기혼여성 55.2%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7.6%p 더 높다.
<표 10> 자녀에 대한 태도
(단위: %)

20대

30대

전체

40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전적으로 찬성

17.7

0.0

14.0

33.6

9.8

24.2

11.3

27.3

대체로 찬성

38.1

78.9

51.4

54.9

45.9

54.9

47.6

55.2

별로 찬성하지 않음

36.4

21.2

27.4

11.5

33.2

15.2

31.4

13.9

전혀 찬성하지 않음

7.8

0.0

7.1

0.0

11.1

5.7

9.8

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적으로 찬성

4.2

0.0

3.4

9.7

2.5

9.1

2.8

9.2

대체로 찬성

12.7

0.0

19.3

29.4

15.9

27.5

17.0

27.9

별로 찬성하지 않음

41.8

100.0

43.3

30.6

39.6

39.1

40.9

36.7

전혀 찬성하지 않음

41.3

0.0

34.0

30.3

42.0

24.4

39.4

2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
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키울 수 있다.”
전적으로 찬성

13.5

0.0

8.3

18.1

10.0

15.0

9.5

16.0

대체로 찬성

40.1

57.6

40.1

42.4

40.9

44.9

40.6

44.2

별로 찬성하지 않음

32.4

21.2

39.3

32.0

38.1

27.3

38.4

28.9

전혀 찬성하지 않음

14.0

21.2

12.3

7.4

11.0

12.8

11.5

1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유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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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찬성하지 않음의 응답 비중을 보면, 유자녀 기혼여성은 31.4%, 무자녀 기혼여성
은 13.9%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17.5%p 더 높다. 전혀 찬성하지 않음 비중 역시 유자녀
기혼여성 9.8%, 무자녀 기혼여성 3.6%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6.2%p 더 높다. 이를 통해
유자녀 기혼여성이 무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의 응답을 살펴보면, 찬성(전적으로 찬성+대
체로 찬성)한다는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은 19.8%, 무자녀 기혼여성 37.1%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17.3%p 높다. 반면 반대한다(별로 찬성하지 않음+전혀 찬성하지 않음)는 비
중은 유자녀 기혼여성은 80.3%, 무자녀 기혼여성 62.9%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17.4%p 높
다.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역시 유자녀 기혼여성보다 무자녀 기혼여성이 더 개방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키울 수 있다.”에 대
한 응답을 살펴보면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은
50.1%, 무자녀 기혼여성 60.2%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10.1%p 높다. 반면 반대한다(별로
찬성하지 않음+전혀 찬성하지 않음)는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은 49.9%, 무자녀 기혼여
성 39.9%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10.0%p 높다. 두 집단의 입양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
과, 무자녀 기혼여성이 유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입양에 대해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갖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은 결혼 당시 자녀계획 여부 및 향후 출산 계획이다. 무자녀 가정의 경우 무
자녀인 상황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시 자녀계획을 알
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당시 자녀계획이 있었다는 응답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
79.6%, 무자녀 기혼여성 59.1%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20.5%p 높으며, 생각해보지 않았다
는 응답은 유자녀 기혼여성 20.4%, 무자녀 기혼여성 40.9%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20.5%p
더 높다. 결혼 당시 자녀계획 여부가 출산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나, 유자녀 기혼여성이 무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결혼 당시 자녀 계획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20대의 경우 결혼 연령이 낮기 때문에 무자녀 기혼여성
의 결혼 당시 자녀계획 있음의 비중이 100%로 유자녀 기혼여성(80.4%)보다 높다. 30대
여성의 결혼 당시 자녀계획 있음의 비중을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여성은 79.8%, 무자녀
기혼여성은 53.8%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26.0%p 더 높고, 40대 역시 유자녀 기혼여성
79.4%, 무자녀 기혼여성 61.5%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17.9%p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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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향후 출산계획을 비교해보았다. “낳을 생각이다.”의 비중은 유자녀 기혼
여성 3.3%, 무자녀 기혼여성은 27.1%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23.8%p 더 높다. 유자녀 기혼
여성은 이미 출산하였기 때문에 향후 출산계획의 비중이 낮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계획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낳을 생각이다.”의 비중은 20대는 10.9%, 30대는
8.1%, 40대는 0.8%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은 감소한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계
획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낳을 생각이다.”의 비중은 20대는 100.0%, 30대는 44.7%, 40
대는 15.8%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나, 유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향후 출산계획 있음
의 비중은 높다.
<표 11>을 통해 결혼 당시 자녀계획은 유자녀 기혼여성이 더 적극적이었으나, 향후
출산 계획은 무자녀 기혼여성이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유자녀 기혼여성은 이미 출
산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자녀 기혼여성 중 결혼 당시 자녀계획이 있었고,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제활동이나 주거상
황, 자녀양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11> 결혼 당시 자녀계획 여부 및 향후 출산 계획
(단위: %)

20대

30대

전체

40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계획이
있었다.

80.4

100.0

79.8

53.8

79.4

61.5

79.6

59.1

19.6

0.0

20.2

46.2

20.6

38.5

20.4

4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낳을
생각이다.

10.9

100.0

8.1

44.7

0.8

15.8

3.3

27.1

79.0

0.0

87.0

32.5

98.4

73.8

94.4

58.2

(모르겠다.)

10.1

0.0

4.9

22.8

0.8

10.4

2.2

14.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당시
자녀계획 생각해보지
않았다.
여부

낳지 않을

향후
생각이다.
출산계획 생각 중이다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유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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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이유로 유자녀 기혼여성은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20.5%), 본인의 나이
(19.7%),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14.1%),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11.7%)을
들고 있다. 무자녀 기혼여성은 본인의 나이(24.6%),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19.7%), 본인
의 건강(11.8%),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10.4%) 순으로 나타난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이미 출산한 경우로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본인의 나이”를 더 이상 출
산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들고 있으며, 무자녀 기혼여성은 “본인의 나이”와 “불임”을
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표 12> 향후 출산 계획 없는 이유
(단위: %)

소득이 적어서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아이가 행복하기 살기 힘든 사회여서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본인 또는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서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나이가 많아서
기타
전체

유자녀
기혼여성
5.6
1.1
11.7
20.5
4.6
2.7
3.9
2.2
0.3
1.1
0.7
14.1
1.5
3.1
0.8

무자녀
기혼여성
3.7
0.3
3.2
1.9
0.4
3.1
5.1
4.0
2.1
1.4
10.4
0.0
0.0
0.3
19.7

3.4

16.3

19.7
3.0
100.0

24.6
3.7
100.0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1.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유자녀 가
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임.
2. 1, 2순위 복수응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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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자녀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응답 비중이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응답 비중은 유자녀 기혼여성은 52.4%, 무자녀 기혼여성은 13.0%로 유자녀 기혼여성이
39.4%p 더 높으며 무자녀 기혼여성의 4배 수준이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비중 역시 유자녀 기혼여성 32.6%, 무자녀 기혼여성 25.7%로 유자녀 기혼여성의 응답 비중
이 6.9%p 더 높다.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 는 유자녀 기혼여성 14.6%, 무자녀 기혼여성
59.5%로 무자녀 기혼여성이 44.9%p 더 높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확실히 무자녀
가정이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자녀의 필요성과 그 이유
(단위: %)

전체

자녀의
필요성

필요하다는
이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전체
가문(대)를 잇기 위해서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원해서
노후생활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다 갖는 분위기여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전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기타
전체

유자녀
52.4
32.6
14.6
0.4
100.0
1.1
0.3
0.4
0.1
15.1
0.7
82.0
0.2
100.0
25.2
2.3
14.2
15.0
0.9
0.7
11.5
0.4
29.0
0.9
100.0

무자녀
13.0
25.7
59.5
1.8
100.0
0.9
3.9
4.7
0.0
18.9
1.9
69.8
0.0
100.0
17.3
1.7
24.2
8.3
1.8
3.7
8.3
19.9
13.4
1.6
100.0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유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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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유자녀 및 무자
녀 기혼여성 모두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82.0%,
69.8%로 가장 높다. 자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심리적인 만족을 위
해서(15.1%, 18.9%)”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주변 어른들의 기대나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행복하고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위해
서 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여성
의 경우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9.0%)”,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25.2%)”,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15.0%)” 순으로 나타난다.
무자녀 기혼여성은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4.2%)”,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갖을
수 없어서(19.9%)”,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17.3%)” 순이다. 유자녀 기혼
여성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의 어려움
을 무자녀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은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거
나, 불임을 무자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자녀 기혼여성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부부의 연결고리로써 자녀가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자녀 기혼여성은 어둡고 힘든 사회여건,
경제적 여유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드는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 부부만의 생활, 불임 등 이
유를 들어 그 원인에 차이가 있다.
<표 14>는 이상 자녀수와 난임 진단 여부이다. 유자녀 기혼여성과 무자녀 기혼여성
의 이상 자녀수를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여성은 2.19명, 무자녀 기혼여성은 1.9명으로 유
자녀 기혼여성의 이상 자녀수가 무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0.29명 더 많다. 두 집단별 이
상 자녀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유자녀 기혼여성은 2.05명, 무자녀 기혼여성
은 1.64명(차이 0.41명), 30대는 각각 2.12명, 1.97명이고(차이 0.15명), 40대는 각각 2.23
명, 1.87명(0.36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무자녀 기혼여성의 이상 자녀수가 유자녀 기혼
여성에 비해 적다.
난임 진단 여부를 살펴보면, 무자녀 기혼여성 중 40.5%가 난임 진단을 받았다. 무자
녀 기혼여성의 난임 진단 여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21.2%, 30대는 37.5%, 40
대는 42.5%가 난임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높아질수록 난임 진단 비중은
높아지며, 실제로 20세에서 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중 40.5%가 난임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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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이상 자녀수와 난임 진단 여부
(단위: 명, %)

20대

30대

전체

40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유자녀 무자녀
이상 자녀수(명)

2.05

1.64

2.12

1.97

2.23

1.87

2.19

1.90

받음

3.1

21.2

5.9

37.5

5.3

42.5

5.5

40.5

받지 않음

4.0

0.0

5.2

22.8

5.4

24.9

5.3

23.9

비해당

92.9

78.9

88.9

39.7

89.3

32.6

89.2

3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난임 진단
여부
(%)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유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임.

<표 15>는 난임 진단 여부별 향후 추가 자녀계획이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향후
자녀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0.7%이고, 없다는 41.9%로 자녀계획이 있는 난
임여성은 25,508명, 자녀계획이 없는 난임여성은 26,223명으로 나타난다. 자녀출산 계획
이 있으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는 비자발적 무자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2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표 15> 난임 진단 여부별 향후 자녀출산 계획
(단위: 명, %)

난임 진단 여부

향후 자녀출산 계획
있다

없다

모르겠음

전체

받음

25,508

(40.7)

26,233

(41.9)

10,900

(17.4)

62,641 (100.0)

받지 않음

11,033

(29.9)

21,985

(59.6)

3,879

(10.5)

36,898 (100.0)

해당 없음

5,368

(9.7)

41,759

(75.8)

7,968

(14.5)

55,095 (100.0)

전체

41,910

(27.1)

89,977

(58.2)

22,747

(14.7)

154,634 (100.0)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무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유자녀 가정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임.

그렇다면 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출산계
획이 반드시 실질적인 출산으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후 출산 계획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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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설정하고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그림 22]는 연구모형이며, 향후 자녀출산 계획
(미래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된 세 가지 요인을 나타낸다.
첫째,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 가치관이다. 태도 중 직접적으로 자녀출산 계획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이다. 즉 결혼생활에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녀가 주는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지에 따른 가치관은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둘째, 기혼여성의 인구학적(생물학적) 특성이다. 모의 연령과 출산 자녀수, 결혼기간,
난임 판정 여부 등은 향후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의 연령이 높고, 결혼기간
이 길수록 향후 출산의향은 감소할 것이며, 이미 이뤄진 출산 자녀수 역시 향후 출산계
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으로 난임 판정 여부 역시 향후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연구모형

셋째, 가구와 기혼여성 자신의 경제적 특성과 향후 출산계획 간의 관계이다. 출산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출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으로 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높고, 주택상황이 안정적인 경우
향후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해서는 두 가
지 시각이 있다. 취업자일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출산에 긍정적인 가능성과 자녀
출산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출산에 부정적인 가능성이다.
<표 16>은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분석대상은 결혼기간 5년 이상의 기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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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700명)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결혼기간 5년 이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20대의
비중은 1.3%로 매우 적으며, 30대는 33.0%, 40대는 65.7%이다.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41.6세로 나타난다.
<표 16> 변수의 기초 특성
조작적 정의

연령

결혼기간

출산 자녀수

이상 자녀수

균등화 소득

주택점유 형태
취업상태

20~29세
30~39세
40~49세
평균연령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평균(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명)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평균(만원)
비자가
자가
비취업
취업

N, 비중
67,855 ( 1.3%)
1,668,354 (33.0%)
3,325,848 (65.7%)
41.6세
1,346,421 (26.6%)
1,240,207 (24.5%)
1,162,009 (22.9%)
1,315,063 (26.0%)
14.6년
1,051,593 (21.5%)
3,058,703 (62.4%)
722,193 (14.7%)
68,305 ( 1.4%)
1,209 ( 0.0%)
1.9명
477,187 ( 9.5%)
3,199,476 (63.6%)
901,151 (17.9%)
223,713 ( 4.4%)
229,110 ( 4.6%)
2.2명
13,455 ( 0.3%)
69,714 ( 1.4%)
326,328 ( 6.4%)
865,090 (17.1%)
1,008,070 (19.9%)
1,006,961 (19.9%)
1,774,081 (35.0%)
291.7만 원
1,486,850 (29.4%)
3,576,850 (70.6%)
2,079,370 (41.1%)
2,984,330 (58.9%)

주: 분석대상은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인 총 5,063,7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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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26.6%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
고, 20년 이상은 26.0%,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은 24.5%,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22.9%이며, 분석대상의 평균 결혼기간은 14.6년이다. 출산자녀수는 2명이 62.4%로 가장
많고, 1명 21.5%, 3명 14.7%, 4명 이상은 1.4%이며, 분석대상의 평균 출산자녀수는 1.9명
이다. 이상자녀수는 출산자녀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 분석대상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
명이다.
경제적 특성으로 균등화 가구소득의 평균은 291.7만 원이며,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70.6%, 비자가(전월세 등)는 29.4%이다. 결혼기간 5년 이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자가
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취업상태는 취업이 58.9%, 비취업 41.1%로 취업자의 비중이
비취업보다 17.8%p 더 높다.
<표 17>은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결혼기간 5년
이상 유자녀 기혼여성)이다.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 요인이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혼전동거에 찬성할수록(b=-0.56***) 향후 출산계획이 없을 확률이 높
고, 이혼(b=0.32***)과 재혼(b=0.08***)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한부모(b=0.17***)가 자녀
를 양육하는 상황에 긍정적일수록 향후 출산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태도 변인 중 자녀에 대한 태도가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결혼
후 무자녀에 찬성할수록(b=-0.13***) 향후 출산계획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혼외출산에
반대할수록(b=0.47***) 향후 출산계획이 없을 확률 또한 높다. 입양과 향후 출산계획
간에도 관계성이 나타나는데,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면(b=0.14***) 향후 출산계획이 있
다는 확률이 높다. 한편 부모역할에 긍정적이고(b=0.45***), 자녀가 노후생활에 경제적
으로 도움(b=0.23***)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긍정적이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인구특성이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의 연
령이 많고(b=-0.2***), 결혼기간이 길수록(b=-0.14***) 향후 출산계획은 부정적이다. 한편
유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자녀수가 향후 출산계획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데 출산자녀
수가 많을수록(b=-1.68***) 향후 출산계획이 없을 확률이 높다. 이미 자녀가 있기 때문이
다. 한편 난임판정을 받은 경우(b=-0.15***) 향후 자녀출산 계획이 없을 확률이 높고, 이
상자녀수가 많을수록(b=1.03***) 향후 출산계획에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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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자녀)
유자녀 기혼여성
b(s.e.)
동거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0.56*** (0.014)
0.29*** (0.014)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0.13*** (0.013)

필요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0.47*** (0.013)

자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이혼
태도
자녀
양육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가 있어도 이혼 할 수 있다.

0.32*** (0.015)
-0.27*** (0.015)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0.08*** (0.012)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0.17*** (0.014)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0.14*** (0.012)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0.45*** (0.041)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0.1*** (0.028)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0.13*** (0.015)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23*** (0.014)

모( )의 연령

-0.2*** (0.002)

母

난임판정 여부(난임=1)
비난임

인구
특성

-0.15*** (0.012)

출산 자녀수

-1.68*** (0.012)

결혼기간

-0.14*** (0.002)

이상자녀수
균등화 가구소득(월평균)

1.03*** (0.009)
0*** (0)

자가 여부(자가=1)

경제
특성

비자가

-0.2*** (0.012)

취업여부(취업=1)
비취업

Constant

0.24*** (0.012)
6.92*** (0.074)

-2LL

217,760.6

N

483,730.3

주: 1. * p < .10, ** p < .01, *** p < .001.
2.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였음.
3. 종속변수는 출산계획 있음=1, 출산계획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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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특성이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균등화 소득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자가보다는 비자가에 거주할수록(b=-0.2***) 향후 출산계획 있음
의 확률이 높다. 이는 연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결혼기간이 짧은 기혼여성이 자가보다
는 비자가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활동(b=0.24***)에 참여하는 기
혼여성이 향후 출산계획에 긍정적이다.
결혼기간 5년 이상 유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미치는 독
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의 연령, 결혼기
간, 출산자녀수 등 인구특성이다. 두 번째로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향후 출산계
획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도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의 인구특성과 태도 변인이
투입되면서 경제특성이 향후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는데, 모가 취업자인
경우(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향후 자녀출산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결혼기간 5년 이상)의 향후 출산계획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8>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자
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 요인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혼전동거에 찬성할수록(b=-0.62***) 향후 출산계획 없음의 확
률이 높고, 이혼(b=0.67***)과 재혼(b=0.18***)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향후 출산계획 있
음의 확률이 높다. 한편 무자녀 기혼여성은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긍정적
일수록(b=-1.16***) 향후 자녀출산 계획이 없고, 입양에 긍정적일수록(b=0.6***) 향후
출산계획이 있음의 확률이 높다.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여성과 마
찬가지로 무자녀 기혼여성도 무자녀에 찬성할수록(b=-1.32***) 향후 출산계획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b=1.03***) 향후 자녀
출산계획이 있을 확률이 높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갖는 영향
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데, 유자녀 기혼여성은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향후 출산계획 있음의 확률이 높으나, 무자녀는 그 반대로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b=-0.3***) 향후 자녀 출산계획 없음의 확률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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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무자녀)
무자녀 기혼여성
b(s.e.)

동거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0.62*** (0.03)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

-0.33*** (0.03)

자녀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필요
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이혼 자녀가 있어도 이혼 할 수 있다.
태도

-1.32*** (0.033)
-1.25*** (0.029)
0.67*** (0.031)
1.07*** (0.032)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0.18*** (0.033)

자녀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양육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1.16*** (0.031)

자녀
에
대한
태도

0.6*** (0.027)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03*** (0.051)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1.6*** (0.035)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母

모( )의 연령

-0.28*** (0.031)
-0.3*** (0.033)
-0.49*** (0.004)

난임판정 여부(난임=1)

인구
특성

비난임

1.3*** (0.027)

출산 자녀수
결혼기간

0 (0.003)

이상자녀수

0.84*** (0.023)

균등화 가구소득(월평균)

0*** (0)

자가 여부(자가=1)

경제
특성

비자가

-0.31*** (0.027)

취엽여부(취업=1)
비취업

0.53*** (0.026)
Constant

18.77*** (0.175)

-2LL

55,089.7

N

78,307.27

주: 1. * p < .10, ** p < .01, *** p < .001.
2.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였음.
3. 종속변수는 출산계획 있음=1, 출산계획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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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모의 연령
(b=-0.49***)이 높을수록 향후 자녀출산 계획 없음의 확률이 높다. 그러나 유자녀 기혼여
성이 결혼기간이 길수록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은
결혼기간이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않는다. 한편 이상자녀수가
많을수록(b=0.84***) 난임판정(b=1.3***)을 받은 무자녀 기혼여성일수록 향후 자녀출산
계획 있음의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경제특성이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자녀 기혼여
성과 유사하게 비자가일수록(b=-0.31***), 취업자일수록(b=0.53***) 향후 자녀 출산계획
있음의 확률이 높다.
결혼기간 5년 이상 무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영향력 살펴본 결과, 유자녀 기혼여성과는 비교했을 때 모의 연령과 결혼기간 등
인구특성이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
가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특히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무자
녀 기혼여성은 향후 출산계획이 없음의 확률이 높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영향으로 취업 여성이 향후 자녀계획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맺음말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어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의 심각한 수준이 되
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출산 지원정책, 난임 지원사업, 보육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였으
며, 최근에는 청년고용과 주거, 일·가정 양립정책 등을 통해 저출산 현상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 중 무자녀 가구에 초점을 두어 결혼기간
에 따른 출산으로 이행률과 무자녀 가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관련 해외통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무자
녀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무자녀 비율이 약
10%~15%로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과 무자녀 비중 간의 관계
를 보면 서구사회에서 보건이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자기선택적인
무자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외는 있으나 높은 수준의 무자녀 비중은 보통 낮은
수준의 완결출산율로 연결된다. 또한 서구사회는 우리와 달리 혼외출산의 비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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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평균 39.7%에 이른다(2016년).
둘째, 기혼여성의 세부특성별 출산으로의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완결출
산에 이른 45~49세 기혼여성이며, 분석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 자료(2015
년)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으로 이행이 빠르게 이뤄지며, 여
성의 학력수준별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출산으로 이행이 더디게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취업상태와 주택점유형태별로는 취업상태인 여성이 비취업보다 빨리 출산하
며, 자가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으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
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보다 출산으로 이행이 더
디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주택과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세부
특성별 출산으로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첫 출산을 결정하는 데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
정성이 큰 고려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무자녀 기혼여성,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2015년)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2018년)이다. 여기
서 무자녀 기혼여성은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기혼여성(20~49세)의 무자녀 비중은 11.2%로 출생코호트별 무자녀 비중은
1970년 출생코호트부터 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지역별 분포는 수
도권(서울·경기·인천)이 비수도권보다 높고, 20·30대는 무자녀 가정의 맞벌이 비중이 유
자녀 가정보다 높다. 한편 무자녀 가정은 유자녀 가정에 비해 전문·관리직 비중이 높고,
학력수준 또한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8
년)를 통해서는 무자녀 가정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무자녀 기혼여성
은 유자녀 기혼여성보다 혼전동거나 이혼과 재혼, 자녀입양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
는 한편, 자녀의 필요성이나 자녀의 긍정적인 역할, 부모됨의 가치에 대해서는 유자녀
기혼여성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특히 무자녀 기혼여성 중 40.5%는 난임판정을
받아 비자발적 무자녀 규모도 어느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향후 자녀출산 계획 관련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 인
구특성(모의 연령, 결혼기간, 난임여부 등), 경제특성(균등화 가구소득, 취업여부 등)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유자녀 기혼여성은 모의 연령, 결혼기간, 난임여부, 출산자녀 수
등 인구특성이 향후 출산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무자녀 기혼여
성은 인구특성이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태도가 향후 출산계
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
이 하락하고 있다. 2019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OECD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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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 최저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 중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청년층의
장기 고용불황, 점점 높아지는 주거비, 높은 자녀 양육비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자리매
김하고 있다. 과거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었지만,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결혼은 수용하나, 출산은 선택으로 여기는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
다.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은 기혼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진행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무자녀 기혼여성은 인구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
모 역할 등 가치관 관련 요인이 향후 출산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정책은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의 해결,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조
성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쉬운 사회로 체질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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