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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출산율은 한 국가의 인구구조와 사회복지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지속

적인 관찰과 변화 원인이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한 국가로 출산력 회

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또

한 일찍이 출산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60년대부터 출산력조사를 실시하

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동안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학술 

연구 및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력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1차 연도에는 각 년도의 출산력조사 자료를 

통합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2차 연도에는 통합한 출산력 시계열 DB에

서 주요 변수를 활용한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자료

의 시계열적 분석에서 중요시되는 표본승수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출산력 

시계열 DB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꼽고 있어 출산과 보육의 관련성 파악이 중요시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관련 대표적인 조사인 출

산력조사와 보육 관련 주요 조사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중심으로 통계생산 

방법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계생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도세록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오미애 부연구위원, 신창우 

선임전문원, 이난희 전문연구원, 신은숙 전문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장영식 연구위원, 

박종서 부연구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승욱 교수님, 그리고 조남훈 박

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힌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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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oductions and Efficient Management for Fertility 
and Childcare Statistics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utilization of the integrated fer-

tility survey data built over two years by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o seek a statistical pro-

duction system linked with childbirth and child care in aspects 

of solving the low birth rates as a major national policy in 

reality. 

As for the fertility surveys conducted 12 times during 

1974~2009, their sample survey designs were not consistent 

and some of them have become a stumbling block in statistical 

analysis due to the absence of their sampling weight. 

Accordingly, new sampling weight was required to build the in-

tegrated file and to conduct the time series analysis. Thus, the 

existing sample weight was adjusted through post-stratification 

or a sampling weight was added for the years without no sam-

pling weight. But the time difference was made betwee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nducted every five years and 

the fertility survey carried out every three years. To solve this, 

the census data were designed to be consistent with the fertility 

survey years through interpolation. The results of applying the 

new multiplier revealed a new effect that main time ser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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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ators were smoothed, such as the average number of live 

births, average number of pregnancies, and average number of 

pregnancy wastag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fertility survey and 

the childcare survey.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physically 

integrate the two surveys. Thus, it is necessary to link the sam-

ple designs of the two surveys using a master sample and to in-

crease the usability of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by al-

lowing the results of the fertility survey and the childcare sur-

vey to be linked through the expansion of common survey cat-

egories and the 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s.   

For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fertility survey series con-

structed, it is required to upload materials to the Micro Data 

Service System run by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o 

establish a separate website, so that many users can access and 

download raw materials. In this regard, it is also importan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survey results by enforcing the man-

agement of the fertility survey and the childcare survey nation-

wide, linking the sample designs, and standardizing the survey 

items.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출산력조사는 특정 인구 집단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

는 조사로 196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었고 1974년 세계출산력

조사를 거치며 체계적인 조사방법과 내용으로 발전함.

⧠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서 보육이 중요시되면서 출산과 자

녀 양육이 연계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부담, 육아

지원 인프라 부족, 고용 소득 불안감, 주거 불안감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출산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 그동안 출산력조사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 행태 및 출산조절 방법

에 초점이 맞추어져 현재의 사회 환경과 여성의 보육에 대한 인식

의 변화,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랫동안 수행한 출산력조사를 재정리하여 

통일된 DB로 구축하는 사업을 2년에 걸쳐 수행하여 주요 변수 중심

으로 시계열 DB를 구축함.

○ DB를 근간으로 시계열적인 지표를 생산하고 종단적인 연구가 추

진되어야 할 것임. 즉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출산 관련 지표 변

화가 분석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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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표본 규모, 조사 대상, 표본 추출방법 등 조사 설계의 일관성 

부족은 시계열 자료의 완전한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2005년 이후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가 새로 시작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조사 자원의 사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보육관련 실태 파악과 통계를 생산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4

년과 2009년에 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시설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육 수요자

의 다양한 욕구 파악과 정부의 보육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부족

함이 있음.

⧠ 그동안 노력으로 구축된 출산력 시계열 DB 활용을 증진시키고 변화

하는 보육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는 발전된 조사 설계가 

필요함.

○ 출산 보육 관련 조사항목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서도 수집되고 

있어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주요 전국조사를 참고하는 표준화가 

필요함.

○ 출산 및 보육 관련 통계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표본틀 구축과 표본

추출 방법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력 시계열 DB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력 시계열 DB의 표본승수를 재조정하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과 보육이 연계된 조사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요약 5

2. 외국의 출산 및 보육관련 통계활동

⧠ UN의 FFS(Fertility and Family Surveys)

○ UN의 출산 및 가족조사(FFS;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는 유럽중심 프로젝트로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출산과 가족에 

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프로젝트임. 중부와 동부 

유럽 20여 개 국가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되고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출산과 가족동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보고서와 정부 및 비정부기관에서 심도 깊은 연구 자료로 활용함.  

○ UN이 FFS전에 수행한 프로젝트로는 비교출산력조사(CFS; 

Comparative Fertility Survey)와 세계출산력조사(WFS; 

World Fertility Survey)가 있음. CFS는 1970년대 초반에 실시

되었고 1960년대에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었음. WFS는 국제통계기구(ISI) 후원으로 주로 개발도

상국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계됨. 

○ FFS는 출산 중심의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조

사 프로젝트와는 달리 남편과 부인 모두를 응답자로 함. 이전

에는 기본적인 가족형태와 출산과 육아에만 조사가 집중되었

다면 FFS는 한 부모,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응

답자가 출생하고 성장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함. 

○ FFS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에 걸쳐 24개국에서 이루

어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FFS 조사 모집단은 국가마다 다

름. 캐나다의 경우엔 남녀 모두 15세 이상이 조사모집단이었고, 

독일의 경우 남녀 모두 20~39세까지로 낮은 연령을 조사모집단



6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으로 설정함. 

⧠ 미국의 NSFG(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 미국의 가구성장조사(NSFG;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는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NCHS)가 

1973년에 시작한 출산 관련 조사로 현재까지 7번째 조사

(2006~2010)가 완료되었고, 2011년 9월부터 8번째 조사

(2011~2015)가 시작됨.

○ NSFG 조사 목적은 성행위, 피임, 불임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피임, 불임, 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결혼, 동거, 이혼, 

입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양된 아이들의 돌봄, 아버지의 

참여 행동, 남자와 여자의 성, 출산, 결혼에 대한 전국 추정치

를 구하기 위해서임.

○ NSFG 표본설계는 15세에서 44세 기혼여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미국 센서스로부터 PSU를 추출하며 조사 초기에는 흑인여성을 

과표집하였고 2002년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10대 연령층을 과

표집함. 

○ NSFG 조사항목 

－ 여성조사(Survey of Women)의 주요 영역은 인구사회학

적 특성, 여성의 임신력, 혼인력, 피임시술 및 불임시술, 가족

계획 및 보건서비스 이용실태, 이상자녀수 등임.

－ 남성조사(Survey of Men)의 주요 영역은 여성조사의 내용에 추

가로 동거, 자녀와의 공동활동, 비동거자녀와의 공동활동, 자녀

에 대한 경제적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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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IFSS(Integrated Fertility Survey Series)

○ IFSS는 1955년과 2002년 사이에 이루어진 10회의 출산 및 가족

조사 정보가 포함된 통합 데이터로 1955년과 1960년의 

GAF(Growth of American Families), 1965년과 1970년도의 

NFS(National Fertility Surveys), 1973, 1976, 1982, 1988, 

1995, 2002년도의 NSFG(National Surveys of Family Growth) 

조사 자료가 포함됨. 통합된 자료 내용은 결혼과 동거, 임신, 출

산, 양육, 인구사회학적 지표와 아동 관련 변수들이 있음. 

○ IFSS 구축 목적은 시계열적인 동향을 쉽게 검토할 수 있으며, 표

준화된 형식으로 여러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고, 주요 출산 및 가

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탐색을 위한 자료원을 제

공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함. 그러나 조사마다 

동일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열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연구 모집단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함. 

－ IFSS는 누적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출산과 가족 패턴에 대한 

통합변수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함. 그러나 초기 조사에는 결혼

하지 않은 여성 또는 백인이 아닌 여성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

문에 미혼여성과 흑인여성에 대한 출산 관련 연구를 할 수 없

음. 따라서 표본을 추출한 방법과 연구 목적 간에 주의 깊은 검

토가 필수적임. 

○ GAF, NFS, NSFG의 연도별 표본추출 방법이 다르므로, 자료 사

용자는 시계열 분석에 관심이 있을 때 비교하고자 하는 자료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1955년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 자료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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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의 결혼한 백인 여성으로 제한해야 함. 

－ 사용자는 분석 중인 모든 연도에 대한 비교 변수를 사용하여 

비교 가능한 자료셑을 구성하는 것이 좋음. 

－ IFSS의 통합파일 승수(IFSS_WEIGHT)는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또는 Census 인구수와 인종 분포를 이

용하여 사후층화 방법으로 기존 승수를 다시 조정함.

3. 출산력 시계열 DB의 활용

  가. 출산력 시계열 DB 구성

⧠ 출산력조사 조사대상

○ 출산력 조사는 15∼49세 기혼부인이 주 조사대상이지만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대상에 변화가 있음.

－ 2000년 조사까지는 15∼49세 기혼부인으로 하였고, 2003년 

이후 2006년 조사까지는 15∼59세, 2009년 조사는 64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함.

－ 목표 모집단 확대는 출산력조사가 단지 가임기 부인의 출산과 피

임에 대한 정보 수집에서 더욱 확장된 정보수집 필요성에 기인할 

수 있으나, 시계열적인 추정치 산출에 연령집단 간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요약 9

⧠ 출산력조사 조사관리

○ 12회의 출산력조사 가구조사 완료율은 최근으로 오면서 감소 경

향을 보이나 최대 98.5%에서 77.1%(2009년)로 큰 차이가 있음.

○ 일부 연도에서 조사응답률이 특별히 높거나 또는 낮은 것은 

조사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조사관리가 철저하지 못함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음.

⧠ 출산력조사의 표본추출 방법

○ 표본틀(sampling frame)과 모집단층화(stratification) 

－ 출산력조사 표본틀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구(ED)를 활용하며 3개층(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

로 나누거나 주거형태(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를 첨가

하여 6개 층으로 층화하여 표본 추출함.

○ 표본추출 방법

－ 층별 총가구수에 비례하거나 크기의 척도(조사구의 가구수를 

5 또는 10으로 나눈 값)의 합에 비례하여 층별 표본규모 결정

－ 군지역의 경우 관심사상 출현확률이 적으므로 과표본(over 

sample)함.

－ 지역별 골고루 추출을 위하여 행정구역으로 분류(sort)하여 계

통추출 또는 PPS(Proportional Probability Sample)방식으

로 표본 추출

○ 추정(Estimation)

－ 출산력조사는 총수(population total)보다는 모비율(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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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추정이 많아서 자기승수(self weight)를 계산하여 활용

하고 승수 산출에서 사후층화 부분이 취약함. 

⧠ 출산력 시계열 DB의 승수 분석

○ 출산력 조사는 표본조사로 불편적(unbiased)인 모수추정을 

위하여 승수(weight) 적용이 필요함. 그런데 승수가 계산되

지 않은 조사 연도가 일부 존재함.

－ 1991년과 2009년의 경우 부인승수를 가구승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즉 가구승수 자체를 부인승수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가구 내 2명의 기혼부인이 있는 경우 추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조사대상 기혼부인에 대한 조사 미완이 조정되지 않음.   

○ 조사 연도의 승수 산출 불안정은 시계열적인 분석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고 시계열적 비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나. 출산력 시계열 DB 승수 조정

⧠ 사후층화(post stratification) 방법에 의한 출산력 시계열 DB 부

인승수 조정

○ 그동안 출산력조사의 가중치 산출에 2단계(무응답 조정)까지는 

적용하였으나 사후층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서는 사후층화 방법에 의한 부인승

수 조정이 필요함. 또한 승수 조정으로 모든 조사 연도에 승수가 

첨부되는 효과를 얻음.  



요약 11

  다. 출산력 시계열 DB 승수조정 효과분석

⧠ 부인승수를 조정한 결과 조사 연도에 따라 추정치에 변화가 있

는데 새로운 부인승수를 적용한 결과 1976년 추정 평균 출생아

수는 3.49명에서 3.39명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1994년의 경우

는 1.95명에서 1.97명으로 약간 증가함.

⧠평균 임신횟수는 2003년도 조사에서 2.87회로 2000년도(2.85회)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로운 승수를 적용한 결과 2.82회

로 나타나 평균 임신횟수의 일시적 상승을 순화시키는 효과를 보임. 

평균 이상자녀수는 기존 승수 적용과 새로운 승수 적용 간에 추정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4. 출산‧보육통계 관련 조사

⧠  출산력조사와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출산력조사와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는 조사목적, 조사내용, 생산

통계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는 저출산에 대한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시작된 조사이지만 통계청은 조사의 유사성으로 조사통합을 

제안함.

－ 2012년 이후 조사가 통합될 경우 새로운 조사 설계가 필요하

고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는 미혼가구원도 조사하므로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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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실태조사 및 여성가족패널

○ 출산 또는 보육과 관련된 조사로 전국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패

널 조사 등이 있음.

－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여성과 아동을 병행 조사하며, 많은 부분

이 아동 보육에 대한 의식에 맞추어져 있음.

－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지위변화, 가족생활 및 가

치변화 등에 대한 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출산

과 보육에 대한 항목이 있음.

⧠ 인구동향조사

○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매월, 연중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 정책 수립 및 관련 기초자료로 제공함.

○ 시구, 읍면동에서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통계청

의 인구동태시스템에 연동하여, 여기에 추가 항목을 입력함으로

써 자료가 수집됨.

○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 등 출산 관련 

주요 지표가 생산됨.

5.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 효율화

⧠ 2012년도 출산 및 보육 통계조사 표본설계

○ 2004년에 시작된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

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산력조사와 같은 연도에 실시됨. 또한 동일 

표본틀을 사용하고 표본 가구수에도 큰 차이가 없음.



요약 13

－ 출산력조사는 시도 및 층별로 기혼부인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18,000가구, 보육실태조사는 시도 및 층별로 영유아수에 비

례하여 배분한 19,5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 추정을 위한 가구승수 산출은 동일한 방식이며 출산력조사는 

부인승수, 보육실태조사는 보육아동 추정승수를 산출함.

⧠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필요성

○ 보다 포괄적인 출산 및 보육정책 수행이 필요하고 관련성을 

갖고 있어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에 연계가 필요함.

○ 연계 조사의 장점은 예산 및 관련 자원의 절약이 가능하고, 동일 

가구의 출산과 보육 정책에 관련된 수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는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에 차이가 많고, 조사되는 항목이 많아서 하나의 조사로 통합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조사 연계를 통하여 각 조사가 통일된 

개념, 표본설계, 조사 인력 및 시설 등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조

사의 효율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출산과 보육 통계조사의 포괄성

○ 출산력 조사대상은 15~59세 기혼가구로 주요 조사대상은 

15~49세 기혼부인이며,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만 0~5세 영유아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조사정보 수집이 

가능함.

－ 출산력 조사의 15~59세 기혼가구 중 보육실태조사 가구는 부

분집합으로 포함될 수 있음. 2010년 15~59세 기혼여성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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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천 92만명으로  출산력조사 대상에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부분 포괄할 수 있음.

⧠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표본설계

○ 마스터 표본(master sample)에 의한 조사 수행

－ 출산 및 보육조사 마스터 표본을 구축한 후 부차표본(sub 

sample)으로 출산력조사와 보육조사 표본을 각각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함. 

○ 표본틀(sample frame) 구축과 표본추출 방법: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가임여성수(15∼49세), 아동수(0∼5세), 교육수준(대졸

구성비)을 조사구 단위로 집계한 후 기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 병합(merge)하여  표본틀을 구축함.

－ 6개 층으로 모집단을 층화 한 후 700개 조사구를 표본 추출

하고 각각 350개 조사구씩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구 

당 조사대상 가구수는 50가구로 설정함.

⧠ 출산‧보육 연계 조사에서 고려할 점 

○ 정보의 연계 및 조사의 통합은 단순하게 물리적 통합이 아닌 두 

통계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통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터표본과 조사항목 연계가 필요함. 

○ 통계산출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매우 왜곡된 통계

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정책적 측면과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계산출이 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기존의 통

계자료와 시계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요약 15

6. 결론 및 정책제언

⧠ 출산력 시계열 DB 자료 활용 확산

○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출산력 시계열 DB자료 공표 필요

－ 통계청이 운영하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에 탑

재하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선택적

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 출산력 및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관리 강화 필요

○ 표본설계, 조사관리, 승수산출 등 조사관리 내용 문서화 필요

－ 조사과정, 승수산출에 대한 문서화 미비는 조사결과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함. 외부 위탁조사의 경우도 조사관리 지침을 

제공하여 오류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출산‧보육 연계조사 필요성과 방향 

○ 저출산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연계조사가 필요함. 그러나 조사

자원 , 조사항목, 지표체계 구축으로 단계적인 연계 필요

－ 출산력조사와 보육조사의 물리적 통합은 어려움. 마스터표본

을 활용한 표본설계 연계, 공통 조사항목 개발, 항목측정방법 

표준화로 조사결과 연계 분석을 위한 기초 마련 

⧠ 출산‧보육 지표 관리

○ 합계출산율(TFR), 연령별출산율(ASFR) 등 거시지표와 연동된 세

부 지표체계 구축  



16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 출산 및 보육 조사로 부터 매년 발표되는 출산 및 보육 관련 거

시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 세부지표의 생산과 관리가 필요함.

* 주요용어: 출산, 보육, 사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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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반 세기 동안에 출산억제에서 장려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이 급격한 변화를 겪은 국가로 이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등 거시 지표는 

잘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에서 1983년

에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17명까지 도달하였다. 낮아진 출산력은 증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인구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중요시되며, 이

러한 정책 수행에서 출산 관련 통계는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에 병행하여 추진된 출산 억제정책은 국가적

으로 많은 관심 대상이 되어 출산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조사가 1964

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974년 세계출산력조사(WFS; World Fertility 

Survey)를 거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로 발전하였다. 세계

출산력조사는 국제통계기구(ISI;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가 

설계한 표준적인 조사 항목과 방법이 적용된 조사로 다른 사회조사 발전

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출생아 보육이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통계조사에서 출산행태와 더불어 보육에 대한 인식 파악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보육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수요 변화를 파악하는 통계 생산은 아직 미흡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출

산력 조사는 인구정책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가임여성의 

출산조절과 임신행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반면에 보육은 사회 복지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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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접근되기 때문이다. 출산력조사 주요 내용이 부인의 출산 행태

와 임신에 대한 정보 수집이 많은 반면에 보육 관련 통계 조사는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조금, 정책 선호도 등의 파악이 주된 관심이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출산 장려와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

발이 필요하고 기존의 출산과 보육 관련 통계조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 왜냐하면 인구 억제 정책에서 출산력을 파악하는 방법과 도구

로서의 출산력조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부족함이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TFR), 연령별출산율(ASFR) 등 출산 관련 거시 지

표가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어 이러한 거시 지표를 설

명할 수 있는 가구와 개인 단위의 마이크로 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보

육 조사 또한 단순히 보육서비스 이용형태와 정책 선호도 파악에서 그 이

면의 출산행태와 의식이 연계된 보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구면접조사로 수행된 출산력조사는 조사 연도에 

따라 조사 규모와 조사 항목에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결혼관, 이상자녀수 

등,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주요 항목은 지속적으로 측정되어 오랜 기간 동

안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출산력 관련 통계조사를 수행

하였고 출산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생산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왔다. 

또한 1974년부터 2009년까지 12회 수행해 온 출산력조사 원시 자료를 

정리하여 지난 2년간에 걸쳐 하나의 통합파일로 구축하였다(신창우 외, 

2011, 2012).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된 출산력 조사의 조사간의 통합과 

조화를 통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국민의 의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로의  활용성 향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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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존에 구축한 출산력 시계열 DB 자료

의 승수조정을 통하여 시계열적인 비교와 통합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활용성을 향상시키며, 둘째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보육에 대한 조

사항목을 검토하여 출산력조사와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출산과 보

육, 여성에 관련된 국내 가구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분류하여 향후 조사 

설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과 보육이 연계

된 조사를 개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출산과 보육이 연계된 조사 및 

통계생산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출산과 보육 정책이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때 정책 효과성이 향상되고 아

울러 그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수집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때 

통계 활용성이 증가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오랜 역사를 지닌 출산력조사는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행태 등의 변

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임신출산 행태의 변화와 부부의 취업, 가족

주기, 자녀양육 등과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과 가족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출산력조사는 조사내용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즉 1960년대는 단순히 

피임에 대한 지식, 실천, 태도에 대한 내용에 치중하였고 1970대로 접어

들면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영향을 받아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

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는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고, 1990년 이후는 저출산 원인 규명과 그 대책 강구 및 원인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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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며 가족 복지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김승권 외, 2004).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출산동향조사가 2005

년에 시작되었다. 출산동향조사는 출산력 조사가 가임여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한 반면에 미혼 남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미혼 연령

층의 출산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가 되었다. 그러나 출산동향조사 

또한 출산 파악을 기초에 두고 있어 기존의 출산력조사와 겹치는 조사내

용이 많다.

과거의 출산력조사는 출산수준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등 주요 지표가 매년 인

구동태조사를 통하여 발표되면서 출산력 조사의 기본적인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매년 행정자료를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

체적인 출산 수준이 파악되고 행정자료의 신뢰성이 향상됨에 따라 출산

력조사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출산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파악에 보다 조사의 중심이 주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지닌 출산력조사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가 필

요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한 조사 내용과 유사한 조사 

간의 조화를 갖고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수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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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출산력 시계열 통합파일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각 조사 연도별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변수의 코드를 공통적인 

코드로 전환하고 일부 누락된 변수 값을 생성하여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력 조사는 조사 연도에 따라 표본의 크기와 추

출방법에 변화가 있었고 조사 환경에 의한 비표본 오차도 존재한다. 각 

조사 연도에서 발생한 비표본 오차는 현실적으로 측정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구축된 통합파일은 각 조사 연도의 표본설계 내용을 

참고하여 시계열 분석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표본승

수 산출의 경우 일관되지 않거나 조사항목 측정방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통계의 시계열적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구축된 통합 파일에서 각 조사 연도 간에 불일치한 부분이 조화

를 갖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출산력 

관련 조사와 보육 관련 조사를 검토하여 각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출산력조사 외에 정기적이고 대표성 있는 출산 또는 보육과 관련

된 조사로 전국보육실태조사, 여성패널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각 조사는 

나름의 조사 목적을 갖고 있으나 정책 수행에서 연계성이 필요한 시점으

로 출산과 더불어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가구조사를 제시함으

로 출산력조사와 보육조사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 대부분이 겪는 문제이며 국가별 해법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저출산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서 이미 선진국에

서 자녀 양육의 문제를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다.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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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서 오는 이득과, 자녀에 대한 비용, 넓은 영역의 경제적 요인, 개인

적인 삶의 방식, 사회적인 잦대가 아이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며, 간접적인 정책으로는 아이 돌봄, 육아휴직, 가정 친화적인 직장

환경, 복지제도, 세금제도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Sleebos, 2003).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외국의 출산 및 보육관련 조사활동을 검토하였

다. 특히 출산력 조사가 오랜 기간 수행된 미국의 출산력조사와 출산력 

조사 자료 통합화일 구축 활동을 참고하였고, 유럽국가의 출산관련 통계

조사와 뉴질랜드의 보육관련 조사활동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구축

된 출산력 시계열 DB 자료 내용과 각 조사연도에 적용한 표본승수를 검

토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출산 및 보육관련 통계조사 활동

을 검토하였고, 제5장에서는 출산과 보육 가구조사의 연계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제3절 출산과 보육의 연관성

1. 외국의 사례연구

출산력과 보육의 연관성은 OECD 국가들의 사례연구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 양육 가구에 현금 지원은 소득 증가와 출산 수준 제고를 가져

온다는 연구결과(D'Addio and Mira d'Ercole, 2005; Luci & 

Thévenon, 2011)가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감면이 가족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hittington et al., 1992,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재인용).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1994년 수당 

개혁이 아동 양육비용의 25%를 감소시켜 둘째아 출산을 11%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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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셋째아 출산은 2% 감소시켜 총 5%의 출산 증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Laroque & Salanie, 2004,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재인용). 

보육서비스와 출산력과의 관련성은 Sleebos(2003)가 OECD 국가들

의 1990년 후반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3세 미만의 영아 

보육서비스 공급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회귀분석에서 43%의 

설명력을 갖고,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정책은 27%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 하였고 현금 급여보다는 영아에 대한 공보육 인프라가 출산력 증가

에 더욱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현금 지원이나 보육서비스 이외에 출산휴

가는 출산력과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출산휴가 기간과 소득

대체는 임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Luci & 

Thévenon, 2011).

근로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Luci & 

Thévenon(2011)은 장시간 근무, 주말 근무는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몇몇 연구는 시간제 고용은 특히 

고학력자에게는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D'Addio 

and Mira d'Ercole, 2005)   

D'Addio and Mira d'Ercole(2005)은 보육시설, 특히 공보육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여성의 출산과 일의 조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

이고, 육아휴가 기간과 소득 보전도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육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출산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결론지었다. 

한편으로 여성취업률과 출산과의 관계는 과거에는 부(-)적인 관계로 

보고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수준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보육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비용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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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국가에

서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D'Addio and Mira 

d'Ercole(2005)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적 요인을 잘 고려하

여 출산 제고 정책이 추진된다면 출산율이 2.5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우리나라의 사례 연구

출산과 보육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

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 국가 단위로 보면 지난 10년간 보육 재정 투자

는 크게 확대되었지만 출산 수준은 개선되지 않아서 이 두 요인 간에 관

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구의 보육·교육비용 지원과 출산과의 관

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미약하지만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삼식(2006)은 보육비·양육수당지원, 소득공제 및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들이 출생아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윤홍식

(2006)도 한 자녀 출산 후 2006년 출산한 가구와 미출산 가구를 비교한 

결과 보육료 지원이 두 번째 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삼식 외(2008)는 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교육비지원이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효과(p<.001)를 보이

며,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로하여 총 출산자녀수

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

였다. 보육‧유아교육시설 확충서비스 증대가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0.20(p<.001)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

을 경감시키면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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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산의사나 기대자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민희철 외(2007)의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s) 연구에서는 취업모에 대한 보육비를 지

원하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약 2% 정도이고 결혼은 약 0.04%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기본적인 출산정책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

구에게 지원을 하되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12) 연구도 차등보육료‧교

육비, 만5세아 무상 지원, 셋째아 현금 지원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보육료 차등 지원과 만5세아 지원은 직접적 작용 

이외에도 정책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 제고라는 매개를 통하여 

출산 의사에 작용하며, 특히 한 자녀 가정에는 차등지원과 출산축하금 수

혜경험이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도 추가 출산 의사와 기대자녀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 수준이 유의미했으며, 특히 셋째자녀 보

육료 지원 수혜경험이 추가 출산의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삼식 외(2010)도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추가출산의향과 추

가출산의향 자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

원 수혜 여부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가구에서는 실제 지불

액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부담된다고 느끼면 이로 인해 추가출산이 어렵

다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였다.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요인의 하나로 가구의 보육·교육비용 지출

과 정부의 지원이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삼식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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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UN FFS(Fertility and Family Surveys)

제2절 미국 NSFG(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제3절 미국 IFSS(Integrated Fertility Survey Series)

제4절 뉴질랜드 CCS(Childcare Survey)

제5절 시사점





제1절 UN FFS(Fertility and Family Surveys)

UN의 출산 및 가족조사(FFS; Fertility and Family Surveys)는 다국

적, 유럽 중심의 조사 사업으로 2000년에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회원국에서 출산 및 가족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표로 하였다. FFS 프로젝트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부·동유럽 20여개 국가에서 

공통적 핵심 문항을 기반으로 FFS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국가들의 출산 및 가족조사로부터 국제비교 가능한, 

표준화·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 및 비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산과 가족 동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및 비정부기관에서 다른 나라의 출

산 및 가족 동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FFS 이전에 수행되었던 유사한 프로젝트로는 비교출산력조사(CFS; 

Comparative Fertility Survey)와 세계출산력조사(WFS; World Fertility 

Survey)가 있고 두 조사 모두 UN의 인구활동국(PAU; Population 

Activities Unit)에서 수행하였다. CFS는 1970년대 초반에 실시되었고 

1960년대에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WFS는 국제통계기구(ISI) 후원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해 설계되었다. CFS 및 WFS를 포함하여 FFS에 참여한 국가들은 

외국의 출산 및 보육관련 

통계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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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과 같으며, FFS에는 24개국이 참여하였다.

〈표 2-1〉 UN의 CFS, WFS, FFS 참여 국가

CFS WFS FFS

오스트리아 1995~96

벨기에 1966 벨기에1) 1975~76 벨기에1) 1991~92

불가리아 1976 불가리아 1997~98

캐나다 1990 & 1995

체코슬로바키아 1970 체코슬로바키아 1977

체코공화국 1997

덴마크 1970 덴마크 1975

에스토니아 1994

핀란드 1971 핀란드 1977 핀란드 1989~90

프랑스 1971 프랑스 1977~78 프랑스 1994

독일 1992

영국2) 1967 영국 1976

그리스 1999

헝가리 1965~66 헝가리 1977 헝가리 1992~93

이탈리아 1979 이탈리아 1995~96

라트비아 1995

리투아니아 1994~95

네덜란드 1969 네덜란드 1975 네덜란드 1993

뉴질랜드3) 1995

노르웨이 1977~78 노르웨이 1988~89

폴란드 1972 폴란드 1977 폴란드 1991

포르투갈 1997

루마니아 1978

슬로베니아 1994~95

스페인 1977 스페인 1994~95

스웨덴 1981 스웨덴 1992~93

스위스 1980 스위스 1994~95

터어키 1968

미국 1970~71 미국 1976 미국 1995

유고슬라비아 1970 유고슬라비아 1976

   주: 1) 1975~76: Dutch-speaking community of the Flemish Region only; 1991~92: 
Dutch-speaking community of the Flemish Region and the Brussels Capital Region

        2) England and Wales only

        3) New Zealand is not a UNECE country
자료: Patrick Festy, France Prioux(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UNECE.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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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ges/cohorts surveyed Limitations and exclusions

오스트리아 Men and Women: 20~54 years

벨기에 Men and Women: born 1951~70
Belgian nationals, Flemish Region 
and Brussels Capital Region

불가리아 Women: 18~45 years

캐나다
Men and Women: 15 years and over

(restricted to 15~54 years for FFS)

Excluded: ordinary households 
without a telephone and people 
full-time in institutions

카자흐스탄
Women: 15~44 years
(Men surveyed were women’s partners)

에스토니아
Women: born 1924~73
Men: born 1924~73

Included: population in student 
halls of residence, long-term 
care institutions, prision, units 
of armed forces, etc.

핀란드
Men: born 1943~47, 1953~57, 1963~67

Women: born 1938~67

프랑스 Men and Women: born 1944~73
All private households. Excluded: 
French overseas departments

FFS는 이전 프로젝트에 비해 더욱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출

산 중심의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이전 프로젝트 조사와는 달리, FFS는 

넓은 가족의 관점에서 남녀 모두를 표본 응답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본적인 가족 형태에서 출산과 육아에만 집중하였다면 FFS에서는 한 부

모,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응답자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전반적인 생활을 조사 내용에 반영하였다. 

FFS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에 걸쳐 24개국에서 이루어진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초기의 표본설계 디자인은 국가마

다 다르고 조사 모집단도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FFS의 조사 연령은 15~54세로 제한을 두었는데 캐나다의 경우엔 남

녀 모두 15세 이상이 조사대상이었고, 독일의 경우 남녀 모두 20∼39세

까지로 낮은 연령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표본

에서 제외시킨 집단도 다르다(표 2-2 참조).

〈표 2-2〉 FFS 참여국가별 조사대상 연령 및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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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ges/cohorts surveyed Limitations and exclusions

독일 Men and Women: 20~39 years
Only Germans in private 
households1)

그리스 Men and Women: 18~50 years

헝가리
Men: born 1947-71

Women: born 1950~73

이탈리아 Men and Women: born 1946~75
All people on ordinary electoral 
lists(i.el with Italian citizenship 
and voting rights)

라트비아
Men and Women: born 1 Oct 1945 to 1 Sept 

1977

리투아니아 Men and Women: 18~49 years

네덜란드 Men and Women: born 1950~74

뉴질랜드 Women: 20~59 years Excluded: Chatham Islands

노르웨이
Men: born 1945, 1960
Women: born 1945, 1950, 1955, 1960, 1965, 1968

폴란드 Men and Women: 20~49 years

포르투갈
Men: 15~54 years

Women: 15~49 years
Excluded: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슬로베니아 Men and Women: 15~44 years

스페인 Men and Women: 18~49 years

스웨덴
Men: born 1949, 1959, 1964
Women: born 1949, 1954, 1959, 1964, 1969

스위스 Men and Women: 20~49 years
Excluded: households without 
private telephone

미국 Women: 15~44 years

자료: Patrick Festy, France Prioux(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UNECE. 

p.13.

표본설계 부분에서 각 국가의 주된 차이는 사용된 표본추출 방법과 관

련이 있는데, Belgium, Hungary 등은 표본추출에 개인 리스트를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이다(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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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ampling unit Stratification
Self-weighted 

sample?

오스트리아 NK 9 länder × 4 settlement sizes No

벨기에 Individuals
Flanders: socio-economic strata.
Brussels: 19 boroughs.

No

불가리아 NK NK Yes

캐나다
1 individual per 
household

10 provinces ×strata(?) No

카자흐스탄 Individuals 78 districts × stratified settlements Yes

에스토니아 Individuals
Native/immigrant population × 16 

regions × 5-year birth cohorts
Yes

핀란드 Individuals
Women: probably not

Men: 3 quinquennial cohorts

Yes(W)

NK(M)

프랑스
1 individual per 
household

Yes No

독일
1 individual per 
household

East-West stratification and stratification 
of the master sample

No

그리스
Probably 1 individual 
per household

Greater Athens×5 geographical strata

Greater Thessaloniki×7 geographical strata
34 prefectures×urban/non urban

헝가리 Individuals
Budapest and towns

Other×settlement sizes
Yes

이탈리아 Individuals

Municipalities: 18 self-representing+244 
selected(by 5 regions×settlement size)

Electoral registers: at least 
2×municipalities

No

라트비아
“Mixed”(no other 

precision given)
8 regions×district(?)×settlement size Yes

리투아니아
1 individual per 
household

6 regions×4 settlement sizes Yes

네덜란드
Up to 3 individual per 
household

Probably not NK

뉴질랜드
Probably 1 individual 

per household
14 regions×area units No

노르웨이 Individuals
Self represented municipality>30000 

habitants ≤30000: type×size
Yes

폴란드
All individuals in 

household
49 zones×rural/urban and 1 mixed zone Yes

〈표 2-3〉 FFS 참여국가별 표본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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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ampling unit Stratification
Self-weighted 

sample?

포르투갈
1 individual per 
household

7 regions No

슬로베니아
1 individual per 

household
12 regions No

스페인
Probably 1 individual 

per household
17 regions×7 settlement sizes No

스웨덴 Individuals Year of birth No

스위스
1 individual per 
household

5 regions×settlement size No

미국 NK NK NK

자료: Patrick Festy, France Prioux(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UNECE. 
p.16.

FFS는 국가별 조사문항에 대한 비교 가능성 수준을 <표 2-4>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문항 활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

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조사영역별로 

거의 비교가능, 어느 정도 비교가능, 비교 불가능, 조사문항 없음, 액세스 

할 수 없음, 보조정보로 국가를 나누어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의 조사영역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등 11개의 국가들은 거의 비교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였으

며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 5개 국가들은 어느 정도까지 비교 가능한 것

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는 비교 불가능하고 벨기

에,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이 조사문항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

다. 이 조사영역에 대해 액세스 할 수 없는 국가는 네덜란드이며, 해당 조

사문항마다 참고 및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보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2장 외국의 출산 및 보육관련 통계생산 활동 37

구분 비교 가능 일부 비교 가능 비교 불가능 조사문항 없음 불명확 비고

부모의
이혼, 별거
(당시 연령)

ㆍAustria
ㆍBulgaria
ㆍCzech Rep.
ㆍGermany
ㆍGreece
ㆍHungary
ㆍLithuania
ㆍPortugal
ㆍSlovenia(*)
ㆍSpain
ㆍSwitzerland

ㆍEstonia(see definition 
Annex 2)

ㆍItaly(5 items)
ㆍLatvia(4 items)
ㆍSweden(7 items)
ㆍUSA(minimum 4 

months)

ㆍFinland: 
situation at 14

ㆍFrance: 5 items; 
last known 
situation

ㆍPoland: present 
situation, age 
undefined

ㆍBelgium
ㆍCanada
ㆍNew Zealand
ㆍNorway

ㆍNetherlands

ㆍThe model 
questionnaire 
is unclear 
(see Chapter 
IV/B/2)

부모로부터 
독립시기

ㆍCzech Rep.
ㆍFrance
ㆍGermany
ㆍGreece
ㆍHungary
ㆍItaly
ㆍLatvia
ㆍLithuania
ㆍPortugal
ㆍSlovenia(*)
ㆍSpain

ㆍAustria(motive for 
this)

ㆍBelgium(Change in 
“living arrangement”)

ㆍEstonia(3 months 
minimum, economic 
separations are 
excluded)

ㆍPoland(2 dates)
ㆍSweden(year of event 

it occurred, 6 
months minimum 
duration)

ㆍSwizerland(other 
address for 6 months 
minimum)

ㆍUSA(live away for 4 
months minimum)

ㆍCanada(last 
leaving)

ㆍFinland(1 year 
minimum)

ㆍNorway(perman
ently)

ㆍBulgaria
ㆍNew Zealand

ㆍNetherlands

ㆍThe model 
questionnaire 
define no 
minimum 
duration

거주자 이력
(15세 

이전까지)

ㆍAustria
ㆍLatvia
ㆍSlovenia(*)

ㆍEstonia(see definition 
Annex 2)

ㆍPoland(?)(changes of 
dwelling conditions 
or of municipality of 
residence)

ㆍCanada(only 
last move)

ㆍFinland(1 year 
minimum, since 
the age of 20)

ㆍLithuania(chang
es of settlement)

ㆍSwitzerland 
(changes of 
“communi”)

ㆍBelgium
ㆍBulgaria
ㆍCzech Rep.
ㆍFrance
ㆍGermany
ㆍGreece
ㆍHungary
ㆍItaly
ㆍNetherlands
ㆍNew Zealand
ㆍNorway
ㆍPortugal
ㆍSpain
ㆍSweden
ㆍUSA

ㆍPoland: 
according to 
PAU 
compliance 
table, the 
variables 
were 
extracted 
from the 
two tables

〈표 2-4〉 조사문항별 국가 간 비교가능성 분류 예시

자료: Patrick Festy, France Prioux(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UNECE. 

Appendi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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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FS를 담당하는 UNECE PAU(Population Activities 

Unit)에서는 FFS 참여국가에서 제공한 국가별 표준파일을 활용하여 국

가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표준 테이블을 작성하였다. 표준 테이블은 경

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구 관련 지표들을 보여주며, 각 국가별로 표준

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표 2-5 참조).

〈표 2-5〉 FFS 참여국가별 표준 테이블

번호 표준 테이블 항목 대상

1, 2 가구원 관계 남, 여

3, 4 부모 고향 남, 여

5, 6 부부 형성 남, 여

7, 8 부부 해체 남, 여

9, 10 출생아 수 남, 여

11 출산 시점 여

12, 13 첫 출산시 부부상태 남, 여

14, 15 첫 출산시 부인 연령 남, 여

16, 17 피임 남, 여

18, 19 첫 성경험 및 첫 사용 피임방법 남, 여

20 임신중절 여

21, 22 최종 예상 가구원수 남, 여

23, 25 기대 평균 자녀수 남, 여

24, 26 교육수준별 기대 평균자녀수 남, 여

27, 28 가치관과 신념 남, 여

29 학업과 출산(20~34세) 여

30 일과 출산 여

31, 32 특정 사항 남, 여

33, 34 생활에 대한 질문 남, 여

35 조사 모집단과 무응답

자료: http://www.unece.org/pau/ffs/ffs.html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 Standar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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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FFS와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FFS는 출

산 및 가족에 관련된 국가 간 비교 조사와 그 결과물 활용 범위를 반

영하였다. 전체 UNECE에 비슷한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국가만의 방법에 의존하여 표본을 설계하였고 이러한 국가 간 

표본설계의 다양성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응답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FF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슈는 현장에서의 지침이다. 무응답으로 처리하기 전에 조사원

에게 최소한의 방문 횟수와 같은 특정 지침을 주어야 했다. 두 번째로는 

무응답 통계의 표준화인데, 이는 참여한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단일 

인덱스로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비교 관점에서 데이터 품

질 지표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무응답 대체 방법과 사후층

화 부분인데 이 절차들은 무응답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FFS는 참여 국가들의 출산 및 가족 조사 비교를 통해 국가별 조사 문항의 

차이와 어떤 항목들이 조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의 출산 및 가족동향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하고, 국제비교 가능한, 표

준화·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제2절 미국 NSFG(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미국의 NSFG(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는 1973년에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NCHS)에서 시작한 출산 관련 

조사로, 현재까지 일곱 번째 조사(2006~2010)가 완료되었으며, 2011년 

9월부터 여덟 번째 조사(2011~2015)가 시작되었다. 조사주기마다 계획, 

사전검사, 현장조사, 데이터 구축 등 전반적 과정을 포함하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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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을 반영한 조사가 설계된다. 일곱 번째 조사인 2006~2010

년 NSFG 조사는 NCHS와 계약 하에, University of Michigan’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ISR)가 조사 설계, 인터뷰, 데이터 구축 

작업이 수행되었고, 2011~2015년 NSFG 조사 역시 모든 인터뷰는 ISR

에서 고용하고 관리하는 여성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표 2-6 참

조).

이러한 NSFG의 조사목적은, 성행위, 피임, 불임 등 임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피임, 불임, 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결혼, 동거, 이혼, 입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돌봄, 아버지의 참여 행

동, 남자와 여자의 성, 출산, 결혼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 추정치를 구

하는 것이다.

NSFG의 표본설계 연혁을 살펴보면, 1973년에는 15세에서 44세까지 

기혼여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미국 센서스로부터 PSU 101개를 사용하였

다. 1988년에는 미혼여성도 포함한 15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을 모집단 

156개 PSU 사용하였으며, 2002년부터 남성도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하

였다. 2006년에는 ‘continuous design’ 표본을 설계하여 일정한 예산

으로 표본크기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초기에는 흑인여성을 과표집하였고 2002년에는 흑인과 히스패

닉, 십대들을 과표집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NSFG 샘플은 각 지역을 선

택하고 그 안에서 특정집단을 과표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중치 조

정과 표본오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가중치 부여 과정은 크게 4 step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각 조사된 여

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확률추출된 점을 고려하여 기본가중치

(base weight)를 구한다. 두 번째는 극대값을 줄이고자 큰 가중치를 갖

는 값을 절단(Trim)하여 보정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단위 무응답(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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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ponse)에 대한 가중치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nonresponse 

adjustment),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요 변수를 이용하여 사후층화(stratification)한다. 

〈표 2-6〉 NSFG(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연혁

Cyde Year
Survey

Contractor

Scope or 

population 

covered

Number 

of 

interviews

Source of 

sample

Over-

samples

Average 

length in 

minutes

Incentive 

payment

1 1973 NORC
Ever-married

women 15~44
9,797

Independent 

101 PSUs

Black 

women
60 No

2 1976 Westat
Ever-married
women 15~44

8,611
Independent 

79 PSUs
Black 

women
60 No

3 1982 Westat
All women 

15~44
7,969

Independent 

79 PSUs

Black 
women 
teens

60 No

4 1988 Westat
All women 

15~44
8,450

Independent 

156 PSUs

Black 

women
70 No

5 1995 RTI
All women 

15~44
10,847

NHIS 156 
PSUs

Black 

women
Hispanic 
women

100 $20

6 2002
University of 
Michigan ISR

Men 15~44
Women 15~44

12,5711
NHIS 198 

PSUs

Blacks and 

Hispanics 
teens

Men=60
Women=85

$40

Conti-

nuous

2006~

2010

University of 

Michigan ISR

Men 15~44

Women 15~44

5,000 per 

year

Independent 
110 PSUs in 

4 years

Blacks and 
Hispanics 

teens

Men=60

Women=80
$40

   주: PSU is primary sampling unit. NHIS i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자료: The 2006~2010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Sample design and analysis of a continuous survey, p.3. 

NSFG의 무응답 처리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은 대체방식(imputation)을 통해서 무응답을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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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영역 주요 주제

A
인구학적 

정보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가구원사항(연령, 성, 응답자와의 관계)

∙ 생애 기록

∙ 교육

∙ 아동기 가족배경 및 부모

B 임신과 입양 

∙ 초경

∙ 현 임신여부

∙ 임신횟수

∙ 임신력 상세사항(최근 5년간)

∙ 임신력 확인

∙ 비혈연자녀 양육

∙ 혈연자녀 입양보내기

∙ 입양계획

있는데, 이는 무응답이 발생한 항목에 적당한 값을 채워 넣어 완전한 데

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항목 무응답 대체 방법에는 평균 대체(mean im-

putation), 임의 핫덱 대체(random hot-deck imputation), 회귀 대체

(regression imputation), 비율 대체(ratio imputation) 등의 방법이 

있는데, NSFG에서는 임의 핫덱 대체방식으로 항목 무응답을 처리한다. 

한편, NSFG는 지역, 인종 등 다른 변수들을 추출에 고려하고 층화 추출

하므로 분산추정에 있어서 ‘BRR(Balanced Repeated Replication)’ 

방법을 이용한다.

NSFG의 주요 조사항목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여성조사(Survey of Women)의 주요 영역은 인구사회

학적 특성, 여성의 임신력과 입양정보, 혼인력, 피임시술 및 불임시술, 가

족계획 및 보건서비스 이용실태, 이상 자녀수 등이다(표 2-7 참조).

〈표 2-7〉 여성조사 주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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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영역 주요 주제

C
결혼과 

관계유지

∙ 결혼이력과 남편의 특성

∙ 배우자 상세정보

∙ 배우자 이력

∙ 배우자와의 출산 정보

∙ 성경험
  - 첫 성경험 연령
  - 성경험 상대자에 대한 사항
  - 초경 후 첫 성경험 연령

∙ 성교육

∙ 성경험자수(지난 1년 동안)

∙ 최근 배우자 내용

D 불임수술

∙ 불임수술

∙ 선호하는 불임수술

∙ 비수술적 불임

E 피임

∙ 사용한 피임방법

∙ 사용해온 피임방법 상세정보

∙ 첫 성경험에 사용한 피임방법

∙ 지난 3~4년 동안 또는 첫 성경험 이후 기간(월) 

∙ 월별 피임방법 내용

∙ 처음과 마지막 성관계에 사용한 피임방법

∙ 임신 희망

∙ 임신으로 인한 행복

∙ 최근 3년간 임신 관련 상세정보

∙ 현 피임방법, 피임하지 않은 이유

∙ 현재 먹는피임약  사용

∙ 지난 4주간 콘돔사용 지속성

∙ 지난 4주간 성관계 빈도

F 가족계획

∙ 출산조절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

∙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기관과 비용

∙ 만일 의원서비스를 받았다면, 의원 검진 활성화

∙ 첫 번째 받은 의료서비스(15~24세)

∙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방문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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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영역 주요 주제

G 출산 계획

∙ 아기를  갖고 싶은지 여부

∙ 아기를 갖고 싶은 의향

∙ 추가로 원하는 자녀수

H 불임치료

∙ 불임치료

∙ 불임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하기 위해 의료적 도움 받은 경험

∙ 질 세척

∙ 출산 관련한 건강문제

∙ 신체적 장애

∙ HIV 검사경험

∙ HIV 검사받은 장소

∙ HPV 백신관련 정보

I
상세한 

인구학적 
정보

∙ 지난 12개월간 건강보험 보장

∙ 현 거주지

∙ 출생지역

∙ 종교와 종교 활동

∙ 지난 12개월 직장과 일에 대한 상태

∙ 보육기관 이용

∙ 성에 대한 태도, 콘돔사용, 성역할, 부모역할

J
(ACASI)

건강

∙ 일반적인 건강(신장, 체중)

∙ 임신 이력

∙ 학업 중단

∙ 중독성물질 사용(음주, 흡연, 코카인, 환각제, 마약)

∙ 남성과 성경험

∙ 여성과 성경험

∙ 성적 취향

∙ STD 경험

∙ 개인수입, 가구소득, 공적부조

자료: Groves RM, Mosher WD, Lepkowski J, Kirgis NG.(2009). Planning and development 
of the continuous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Health Stat 1(4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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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주제

Section A
(인구학적 정보)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출생일, 결혼/동거상태, 인종, 히스

패닉)

∙ 가구원사항(연령, 성, 응답자와의 관계)

∙ 교육(학위, 최종학력)

∙ 아동기 가족배경과 부모에 대한 기본정보

∙ 결혼 및 동거횟수

Section B
(성 교육, 

정관수술과 불임)

∙ 성경험

∙ 받은 성교육(15~24세 연령)

∙ 불임수술

∙ 낳은 자녀수

∙ 최근 성 상대자

Section C
(현재 부부 또는 
동거자, 결혼일, 

아동, 피임)

∙ 현 부인과 결혼 또는 동거일

∙ 외과적 불임수술

∙ 현 부인과 낳은 자녀(최근 5년간)

∙ 다른 자녀(현 부인이 전 남편 또는 동거인에서 태어난 자녀)

∙ 다른 비혈연 자녀(현재의 부인이 돌보는)

∙ 처음과 마지막 성행위 시점, 사용한 피임방법

∙ 최근 1년간 사용한 피임방법

Section D
(성 상대자)

∙ 지난 1년간 성 상대자

∙ 성 상대자의 자녀에 대한 정보

∙ 첫 번째 성경험: 날자, 사용한 피임방법, 상대자의 특성

Section E
(전 부인과 혼전 동거)

∙ 이전 부인과 첫번째 동거자의 특성

Section F
(혈연과 입양 자녀)

∙ 다른 혈연자녀

∙ 양육하는 다른 비혈연자녀

다음으로, 남성조사(Survey of Men)의 주요 조사항목은 여성 조사영

역별 내용에 추가하여 동거, 자녀와의 활동, 비동거 자녀와의 활동, 자녀

에 대한 경제적 지원여부와 지원수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표 

2-8 참조). 

〈표 2-8〉 남성조사 주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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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주제

∙ 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임신

∙ 여성 성 상대자의 수(평생, 지난 1년간)

Section G
(부모역할)

∙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자녀와의 활동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혈연자녀와 입양자녀와의 활동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혈연자녀와 입양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Section H
(자녀 출산계획)

∙ (추가)자녀 희망

∙ (추가)자녀 갖고자 하는 의향

Section I
(건강상태, 의료이용 

접근성)

∙ 보건의료공급원

∙ 지난 1년간 건강보험보장

∙ 지난 1년간 받은 건강서비스

∙ 받은 불임서비스

∙ HIV검사 경험

Section J
(상세 인구학적 정보)

∙ 현 거주지

∙ 출생지

∙ 종교와 종교활동

∙ 군복무

∙ 종사상의 지위(응답자와 배우자)

∙ 성에 대한 태도, 콘돔사용, 성역할, 부모역할

Section K 
(ACASI)
(건강)

∙ 일반 건강에 대한 질문

∙ 생애 중요한 사건

∙ 학업중단

∙ 임신아의 아버지

∙ 중독성물질 사용(음주, 흡연, 코카인, 환각제, 마약)

∙ 여성과의 성경험

∙ 남성과의 성경험

∙ 성적 취향

∙ STD 경험

∙ 개인수입, 가구소득, 공적부조

자료: Groves RM, Mosher WD, Lepkowski J, Kirgis NG.(2009). Planning and development 
of the continuous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Health Stat 1(4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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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 IFSS(Integrated Fertility Survey Series)

통합출산력조사계열(IFSS; Integrated Fertility Survey Series)은 

1955년과 2002년 사이의 대표적인 미국 출산 및 가족 조사 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이다. IFSS는 1955년과 1960년의 

GAF(Growth of American Families), 1965년과 1970년도의 NFS 

(National Fertility Surveys), 1973, 1976, 1982, 1988, 1995, 2002

년도의 NSFG (National Surveys of Family Growth, cycles 1-6)의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 포함된 변수로는 결혼과 동거, 임신, 출산, 양육, 인구사회학적 

지표와 아동 관련된 변수들이 있는데, IFSS는 10개 조사에서 공통된 변

수들이 포함된 통합파일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며 사용자는 개별 설문조

사의 각 변수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조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 단일 데이터 소스를 만들

기 위해서는 질문의 표현, 응답 범주, 응답자 경험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연구 관심 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

문의 표현, 질문 사이의 패턴, 인종과 빈곤과 같은 경제 개념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FSS팀은 세 조사에 나타나는 변수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기본규칙을 두었는데, 비교 가능한 문항은 10개의 조사 중 최소 3번 

이상 나와야 하고 통합파일에서 비교노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예이다.

자료 통합의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동향을 검토할 수 있

으며, 표준화된 형식으로 여러 데이터의 사용을 독려하고, 출산과 가

족과 관련된 주요 문항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탐색을 위한 소스를 제

공해 주는 것에 있다. 

IFSS는 누적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출산과 가족 패턴에 대한 많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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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예로 혼전 출산은 1955년에 비해 오늘

날 다른 원인과 결과를 가지지만 축적된 데이터 없이는 혼전 출산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새로운 피임형태의 등장과 함께 

결혼연령은 평균적으로 3에서 5세 증가하고 이혼의 발생은 극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IFS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탐색적 분석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IFSS 통합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연구목적에 

맞는 시계열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정하는 것이다. 통합변수의 대부분

이 제한된 시간 간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출산과 결혼력은 매우 복잡

해졌으며 사용자는 출산과 결혼의 트렌드에 관한 복잡한 분석이 IFSS의 

조사자료 총 기간인 47년 전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집합을 설정하

여 결측값이 없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다. 

세 번째로, 조사마다 같은 샘플링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계열에 따른 일관된 방식으로 연구 모집단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예를 들어 조사 초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또는 백인이 아닌 여

성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여성과 흑인여성에 대한 출산 관련된 

연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샘플링 프레임과 연구 주제들 사이의 주의 깊

은 검토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GAF, NFS, NSFG의 연도별 샘플링 프레임은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 1955년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 표본은 

18~39세의 결혼한 백인 여성으로 제한해야 한다. 사용자는 분석중인 모

든 연도에 대한 비교 표본 변수를 사용하여 비교 가능한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IFSS의 통합화일 구축에는 승수 조정이 필요하였다. IFSS의 통합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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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Sample frame
N

(women)

GAF: 1955 Currently married White women, age 18~39 2,713

GAF: 1960

Currently married White women, age 18~39; 

previously married White women(married in 1955), 

age 23~44; married non-White women, age 18~39

3,256

NFS: 1965
Currently married women, age 55 and under; Black 

women oversampled
5,617

NFS: 1970
Ever-married women, age 45 and under; Black 

women oversampled
6,752

NSFG: 1973
Ever-married women, and single women with children 

in household, age 15~44; Black women oversampled
9,797

NSFG: 1976
Ever-married women, and single women with children 

in household, age 15~44; Black women oversampled
8,611

NSFG: 1982
Women, age 15~44; Black and teenage women 

oversampled
7,969

NSFG: 1988 Women, age 15~44; Black women oversampled 8,450

승수(IFSS_WEIGHT)는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또는 센서스 

인구수와 인종 분포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방법으로 기존 승수를 조정하였

다. 기본가중치와 무응답 조정은 모든 설문조사에서 사후조정되었으며, 

연령과 인종 또는 민족의 하위그룹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통합화일 승

수(IFSS_WEIGHT)는 개별조사에서 샘플이 과표집된 부분, 무응답, 포괄

하지 못한 부분을 사후층화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IFSS

에서 세 조사를 결합하고자 한다면, 가중치는 세 기간에 걸친 모집단 수

를 결합한 하나의 승수를 사용한다. 이는 각 조사의 승수는 각각의 인구

수로 사후층화 하였기 때문이다.

〈표 2-9〉 IFSS 조사별 샘플 프레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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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Sample frame
N

(women)

NSFG: 1995
Women, age 15~44; Black and Hispanic women 

oversampled
10,847

NSFG: 2002

Women, age 15~44; Black, Hispanic, and teenage 

women oversampled; military personnel living off 

base included

7,643

자료: Integrated Fertility Survey Series User Guide, p.3.

IFSS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파일로, 각 변수별 비교 가능한 연도를 표

시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표 2-10 참조). 

〈표 2-10〉 IFSS 변수별 비교 가능한 연도

자료: http://www.icpsr.umich.edu/icpsrweb/IFSS/harmonization/variables/2634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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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가족에 관한 10개의 조사로 구성된 IFSS 통합 데이터 파일에 

있는 변수들은 대부분은 다양한 샘플 프레임으로, 다른 데이터 수집 방법

과 다양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연구 주제에 따라 조사 연도별로 

변수들의 특성 차이는 통합변수로 관리되며, 비교 노트를 통하여 제

시해 줌으로써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

다. 비교 노트 예시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대한 변수 설명으로, 그 

변수가 속한 변수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vailability’ 아래 각 조사 연도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그 변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운 받을 수 있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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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FSS 특정 변수에 대한 비교 노트 예시

자료: How to use the IFSS harmonized data extracts, p.4.



제2장 외국의 출산 및 보육관련 통계생산 활동 53

제4절 뉴질랜드 CCS(Childcare Survey)

뉴질랜드 보육조사(The New Zealand Childcare Survey 2009, CCS)

는 2009년 9월 조사된 가구노동력조사(HLFS;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의 부가조사로 실시되었다. HLFS에서 0~13세 아동이 있

는 부모는 CCS 조사대상이다. 이 조사는 뉴질랜드 정부의 보육 보조금, 

부모의 근로활동 및 육아와 관련된 근로조건,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는데 있어서 보육이 방해가 되거나 장애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CCS의 모집단은 0~13세 아동 또는 0~13세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는 

통상 거주자이며, 병원 및 교도소, 장기 양로원 거주자, 해외 방문객, 해

외 외교관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모집단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0~13세 아동이 있는 가구와 0~13세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 역

할을 하는 개인이다. 

2009년 CCS 조사완료 가구 수는 3,656가구이고 부모 수는 6,326명, 

0~5세의 취학 전 보육시설 이용 아동 1,341명, 5~13세의 아동 2,315명

이었다. CCS의 목표 응답률은 뉴질랜드 통계에서 허용되는 최소값인 

80%였는데 0~13세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의 조사완료 

응답율은 82.4%이었다. CCS 데이터 수집은 CAI(Computer-assisted 

interviewing)를 사용하고, 응답자의 약 30%는 CAPI(Computer as-

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나머지 70%는 CATI(Computer as-

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9

년 7월 5일부터 11일, 2009년 7월 26일~10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학

교 휴일 기간인 7월12일부터 25일까지는 조사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의 기본가중치는 샘플에 포함된 확률을 반영하고, 무응답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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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인구 수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CCS 가중치는 0~13세 아동, 0~13

세 아동의 부모 가중치로 구성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본오차와 비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뉴

질랜드 통계청은 최신 조사 방법 및 무응답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추정

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표본오차는 추정치들의 변동을 기반으로 잭

나이프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데 이 방법은 개인의 새로운 샘플을 반

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변동이다. 

다음의 표는 다양한 크기의 추정 가능성 표본오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인 아동의 수가 35,600명이라면 상대표준오차는 약 

18%이다. 추정치가 5,000명 미만이라면 상대표준오차는 54~129%이므

로 이 추정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고 있다(표 2-11 참조).

〈표 2-11〉 CCS의 표본오차

Guide to CCS sampling errors

Size of survey estimates Sampling error
Relative size of sampling 

error(%)

Less than 1,000   660 129

  1,000~  2,500  1,347  77

  2,500~  5,000  2,030  54

  5,000~  7,500  2,688  43

  7,500~ 10,000  3,238  37

 10,000~ 20,000  4,350  29

 20,000~ 30,000  5,500  22

 30,000~ 40,000  6,300  18

 40,000~ 50,000  7,200  16

 50,000~ 75,000  8,750  14

 75,000~100,000  9,625  11

100,000~300,000 14,000   7

300,000 or more 16,500   3

자료: Hot off the press(2010). Latest statistics from statistics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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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에서는 항목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imputation)은 적용하지 않

으며, 나이, 성별 , 또는 full-time/part-time 상태에 대한 응답이 HLFS

에서 누락된 경우, HLFS에서 대체(imputation)하고 CCS에서 사용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1) 0~4세 아동의 

조기 영유아 교육 모듈(Early childhood education module, ECE), 

(2) 5~13세 아동의 방과 후 교육 서비스 모듈(Out of school services 

module, OSS), (3) 부모 모듈(Parent module)로 구성된다. 0~13세 아

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세대에서 한 아이가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

되며 선택된 아이에 대한 정보는 그 아이의 연령에 따라 ECE 또는 OSS 

모듈로 수집된다.0~4세의 아동은 ECE, 7~13세 아동은 OSS로 자동으로 

분류되며 5~6세 아동은 부모에게 자녀가 지난 주에 학교에 출석을 했는

지에 대한 참석 여부를 물은 뒤 학교에 출석을 한 자녀는 OSS, 그렇지 않

은 자녀는 ECE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표 2-12〉 ECE/OSS 조사항목

∙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제도 형태(공식적, 비공식적)
∙ 각 자녀 돌봄 제도 형태에 따른 일자와 시간
∙ 자녀 돌봄 비용
∙ 공식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자녀돌봄을 보조해주는 정부보조금의 사용
∙ 자녀돌봄을 보조해주는 정부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자료: Hot off the press(2010). Latest statistics from statistics New Zealand. p.24.

ECE와 OSS는 가구에서 선택된 아동에 대하여 공식 및 비공식적인 지

원제도가 모두 포함된 질문으로 보육비용, 지원받는 보조금 등의 정보가 

수집된다. 

선택된 아이들의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개인에게는 부모 모듈 설

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내용은 부모의 소득 범위, 부모의 근로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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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육서비스 종류 및 교육

 2. 자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보육서비스 또는 교육(지역 특성별)

 3. 자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보육서비스 또는 교육(부모의 특성, 비용별)

 4. 자녀가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 또는 교육

 5. 자녀가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 또는 교육(부모 특성 및 비용별)

 6. 보육서비스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의 연령(보육형태, 보내는 시간, 비용, 인종, 지역)

 7. 조기보육 서비스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보육형태, 부모의 노동상태, 보조금, 비용)

 8. 조기보육서비스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수(보내는 시간, 보육 형태, 부모수입, 인종, 지역)

 9. 조기 보육 서비스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주된이유, 부모의 특성)

10. 공식적인 방과 후 서비스에 참여하는 아동(OSS 형태별, 아동과 지역특성별)

11. 공식적인 방과 후 서비스에 참여하는 아동수(OSS 형태별, 부모의 특성, 비용별)

12. 비공식적인 방과 후 서비스에 참여하는 아동(비공식적인 OSS 형태별, 아동과 지역적 특성)

13. 비공식적 방과후 서비스 참여 아동(비공식적인 OSS 형태별, 부모의 특성, 비용)

14. 보육서비스 또는 방과후 아동의 연령(보육형태, 보내는 시간, 비용, 인종, 지역)

15. 방과후 보육서비스 참여 아동(OSS형태별, 아동특성, 부모의 노동력, 보조비, 비용)

16. 방과후 보육서비스 참여 아동(보육시간, 보육형태, 부모수입, 인종, 지역)

17. 방과후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 참여 아동(주요 이유, 아동과 부모의 특징)

근로조건,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보육과 관련된 장애 요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표 2-13 참조).  

〈표 2-13〉 부모 조사항목

∙ 보육관련 면담을 위한 직장일과 조정
∙ 아이를 돌보기 위한 직장일 조정(1주일 동안) 
∙ 지난 1년간 취업하거나 구직할 때 자녀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 보육 어려움을 겪은 경우 직장 업무 결과
∙ 지난 1년간 학업할 때 자녀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 보육 어려움을 겪은 경우 학업의 결과
∙ 가정 내 보육의 형태
∙ 정부보조금수령
∙ 가구의 소득수준

자료: Hot off the press(2010). Latest statistics from statistics New Zealand. p.24.

CCS에서 제공하는 기초 통계 테이블은 다음과 같으며 뉴질랜드의 보

육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표 2-14 참조).

〈표 2-14〉 CCS 제공 기초 통계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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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교에서 주말 프로그램 또는 돌봄 참여 아동(성, 연령, 주말에서의 시간, 부모특성, 지역)

19. 정부지원에 의한 공식 보육 아동

20. 고용된 부모에 의하여 지난 주의 일 조정(가구형태, 가장어린 아동의 연령, 보육조종의 형태)

21. 아이 돌보기 위하여 지난주에 사용한 일과조정

22. 보육의 어려운 경험

23. 보육의 어려움(가구형태와 아동수별)

24. 어머니의 보육의 어려움(모 특성별)

25. 학습 또는 훈련에서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부모, 가구특성별)

자료: Hot off the press(2010). Latest statistics from statistics New Zealand. p.29.

제5절 시사점

외국의 경우도 인구정책에서 출산력은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통계조

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

어 UN은 1960년대부터 비교출산력조사(CFS; Comparative Fertility 

Survey)와 세계출산력조사(WFS; World Fertility Survey)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럽국가 중심으로 수행된 출산 및 가족조사

(FFS; Fertility and Family Surveys)는 유럽국가 간 출산수준 비교와 출

산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1970년대의 WFS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인구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선진국의 경

우 출산력조사는 활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데 출생신고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출산수준 파악이 가능하고 출산 조절과 관련된 요인이 복잡해짐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출산력조사(NSFG) 특징은 기혼 부인과 

함께 남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출산 및 가족에 대한 인식 파

악에서 부인과 남편 간에 차이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원 구성과 동거 

행태가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피임과 함께 성 경험에 대한 많은 문항

이 조사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40여 년 동안 부정기적으로 수행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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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조사 자료를 하나의 통합자료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졌

다. 출산력 통합자료를 통하여 오랜 기간 출산행태 및 의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산력 시계열 통합자료 구축 작업을 추진

하고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통합자료 구축에서 고려된 사항은 각 조사 

연도마다 표본설계의 차이가 시계열적 분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사후

층화 방법으로 기존의 승수를 재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 출산

력 조사자료 시계열 통합화일 구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보육조사는 노동력조사의 부가조사로 수행된다. 조사대상 

가구가 0∼13세 아동이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다 넓은 영역의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노동력조사와 병행하여 조

사가 수행되므로, 부모의 직장 일과 보육의 애로점에 대한 문항이 많이 

포함되는 특징을 갖는데, 이러한 외국의 조사 방법 및 조사 문항은 우리

나라 출산력 및 보육조사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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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산력 시계열 DB의 구성

1. 출산력 시계열 DB 항목

 

통계 품질요소 중 하나인 비교성은 통계 결과가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

되었을 때 가능하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조사는 그 시대에 정책적

으로 필요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고, 중요하지 않거나 조사에 많은 부담이 

되는 항목은 다음 조사로 미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조사항목에서 제외되

기도 한다. 

1974년부터 2009년까지 12회 수행된 출산력 시계열 DB의 조사 항목

은 조사 연도에 따라 조사내용에 변화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조사 수행 연구자의 관심사 또는 선호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조사 연도 간에 조사 항목 변화는 시계열적인 통합 

DB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각 연도마다 많은 내용이 조사되었음

에도 통합파일 구축 과정에서 연도 간에 많은 항목 결측이 발생하였다.  

12회 수행된 출산력 조사의 모든 조사 연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문

은 응답자(부인)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부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가족

주기, 피임(가족계획), 임신‧출산‧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사항이었다(표 3-1 

참조). 그 외 부문은 조사 연도에 따라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조사 

되더라도 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조사에 포함되었으나 변화가 있었

던 조사 항목은 임신결과,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 최종아 모유수유 형태, 

출산력 시계열 DB의 활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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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항이었다. 임신결과도 모든 임신결과를 조사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연도는 마지막 임신결과만 파악한 경우도 있

었다.  

출산력 조사에서 자녀양육 및 보육에 대한 사항은 1991년 조사부터 추

가되어 오래 전 부터 출산과 보육 사항이 함께 조사될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그러나 조사 내용이 개괄적으로 구성되어 심층적인 연계 분석으로의 

활용은 크지 않았다.  

〈표 3-1〉 출산력조사 조사 연도별 주요 조사항목

조사 내용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1. 응답부인의 일반 특성 ○ ○ ○ ○ ○ ○ ○ ○ ○ ○ ○ ○

2. 부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3. 가구사항 ○ ○ ○
1)

○ ○
1)

○ ○ ○ ○ ○

4.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5. 임신에 관한 사항 ○ ○ ○
2)

○
2)

○ ○ ○ ○ ○ ○

6. 피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7. 임신/출산/공임신중절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8. 모자보건사항 ○
3)

○
3)

○ ○ ○ ○ ○ ○ ○ ○ ○ ○

9. 최종아의 모유수유형태 ○
4)

○
4)

○
5)

○
5)

○ ○ ○ ○ ○ ○

10. 최종아에 대한 예방접종여부 ○ ○ ○ ○ ○

11. 자녀가치 및 태도 ○ ○ ○ ○ ○ ○ ○ ○ ○ ○ ○ ○

12. 자녀양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
6)

○
7)

○ ○ ○
8)

○ ○

주: 1) 주택의 소유형태만 조사됨. 2) 마지막 임신결과만 조사됨. 3) 모유수유기간만 조사됨. 4) 최종
아 수유양상만 조사됨. 5) 최종아 수유양상/최종아 모유 끊은 이유만 조사됨. 6) 첫 번째 자녀 돌
보아주는 사람 또는 시설수만 조사됨. 7) 취학전 아동수만 조사됨. 8) 2003년도 자녀양육 및 보

육에 관한 사항 변수는 모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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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력조사 조사대상

 

출산력 조사에서 주요 조사대상은 가임기 기혼부인이다. 그러나 조사 

설계에서 조사 대상 범위는 조사연도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었다. 2000

년도 조사까지는 조사 대상을 15∼49세 기혼부인으로 하였고, 2003년도 

이후 2006년도 조사까지는 15∼59세, 다시 2009년도 조사는 64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조사대상 확대는 출산력조사가 단지 가임기 부

인의 출산과 피임행태에 대한 단순한 정보의 수집에서 더욱 확장된 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2 참조).    

〈표 3-2〉 출산력조사 조사대상 

조사 대상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15∼49세 기혼부인 ○ ○ ○ ○ ○ ○ ○ ○ ○ ○ ○ ○

  ∼59세까지 기혼부인 ○ ○ ○

  ∼64세까지 기혼부인 ○

3. 출산력조사 조사관리

  

출산력조사 조사 방법은 가구조사를 한 후 가구 내에 목표로 하는 연령

의 기혼부인이 있을 경우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출산력조사의 표본은 집

락 추출로 조사구(집락)에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연

도별 조사대상 가구수 대비 조사완료율은 변화가 크다. 최대 98.5%(2003

년)에서 77.1%(2009년) 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표 3-3 참조). 

전체적으로 최근 연도로 오면서 조사 불응 등 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사

완료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2003년도 등 일부 조사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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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사응답률이 특별히 높거나 또는 낮은 현상은 조사구역에 대한 지침

이 불명확하거나 조사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

다. 예를 들어 지정한 조사구에 조사대상 가구수가 부족하거나 미완이 있

을 경우 인접 지역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데 조사지침이 불명확하면 

조사완료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표 3-3〉 출산력조사 가구조사 완료율

연도

가구수

대상
(A)

완료
(B)

완료율
(B/A)*100

1974 21,248 20,932 98.5 

1976  8,384  8,160 97.3 

1982  7,515  7,375 98.1 

1985  7,820  7,415 94.8 

1988 12,959 11,864 91.6 

1991 12,367 11,540 93.3 

1994 11,113 10,613 95.5 

1997 12,801 11,216 87.6 

2000 13,416 11,388 84.9 

2003 16,000 15,758 98.5 

2006 16,380 14,497 88.5 

2009 18,000 13,883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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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조사완료율 추이

4. 출산력조사의 표본추출 방법

  가. 출산력조사 표본틀

출산력조사가 목표로 하는 조사대상은 기혼부인이지만, 일차적으로는 

가구사항을 조사하고 각 가구 내에서 가임기 기혼부인을 조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구에 대한 표본조사는 일반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

을 위하여 통계청이 관리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

(sampling frame)로 활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어 조사구 변화가 잘 관리되고 있으나, 5년 동안 신도시 또는 신축 아파

트 입주가 있는 지역은 조사구에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3년 주

기로 시행되는 출산력조사와 센서스 조사연도(0 또는 5로 끝나는 연)가 

멀어질수록 실제 표본으로 추출된 표본조사구에 변화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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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틀로 사용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는 약 50∼60가구로 구성되

는데 그동안 출산력조사는 조사 경제성을 위하여 추출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내 전체 가구를 조사하는 방식 또는 인접한 조사구까지  포함시켜 

조사구당 가구수를 많이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조사구 내에 

속한 가구의 동질성이 높아져 표본의 정도(precision)가 감소하지만 주

어진 예산과 시간으로 목표 가구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한편 전국 대상 가구조사가 많아지면서 일부 조사구는 여러 

조사에서 표본조사구로 추출되기도 하고 최근에 패널조사가 많이 운영되

고 있어 표본가구의 조사응답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구조사를 위하여 전체 인구주택총

조사 조사구에서 10%를 통계청 전용 조사구로 활용한다. 따라서 통계청 

이외의 기관은 통계청 전용 10% 조사구를 제외한 90% 조사구를 활용하

여 표본을 설계하게 된다. 이때 통계청 전용 10% 조사구 속성이 90%와 

이질적이라면 포괄범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90% 조

사구에는 행정구역, 가구수 내 가구수, 조사구의 주택 형태(일반주택, 연

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표본설계에 다양한 정

보 활용이 어렵다. 특히 출산력 조사의 경우 조사구 내 기혼 부인수 추정

이 중요한 데 제공받는 표본틀에 있는 정보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표본틀에 담고 있는 정보 부족은 표본추출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통

계청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계청 전용 10% 표본틀에는 많은 정

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즉, 인구주택총조사 중에서 일부 조사구는 조사되

는 항목이 많은데 이러한 조사구를 표본틀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표본추

출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 통계청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회조사 표

본추출 방식을 보면 전국을 25개 층으로 층화한 후 표본추출을 하는데 각 

층의 주택유형, 농가 비율, 조사구의 교육수준(대졸자 비율), 노인인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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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행정구역 정보를 분류 변수로 활용하여 표본추출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여러 정보를 활용한 표본추출은 표본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된다.  

〈표 3-4〉 통계청의 2010 사회조사 표본추출 층화 및 분류지표

층화

◦ 지역 층화: 25개 층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동부 및 읍면

부로 구분

분류

지표

1차 분류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기타주택 등 구성비 높은 경우)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기타주택

2차 분류
농가 구성비(농가 비율)
 ① 10% 미만, ② 10% 이상

3차 분류
교육정도(대졸 구성비)
 ① 17% 미만, ② 17~30% 미만, ③ 30% 이상

4차 분류
60세 이상 노인 구성비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 이상

5차 분류 행정구역 및 조사구번호

  나. 출산력조사 표본추출 방법

최근 수행한 출산력조사의 표본추출에 대한 개요는 <표 3-5>와 같다. 

출산력조사의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층화(stratification)는 3개 또는 6

개 층으로 층화한다. 3개 층으로 층화할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

역으로 하며 6개로 층화할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나눈 후 

조사구의 주거행태(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를 고려하여 총 6개로 층화



68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하는 방식을 택한다. 2003년 조사는 3개 층으로 층화하였고 2006, 

2009년도 조사는 6개 층으로 층화하여 조사하였다. 출산력조사의 일차

표본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인데 약 50∼60가구로 구성된 조사구 전체를 하나의 조사구로 하거나 인

접 조사구에서 일부 가구를 추가하여 80가구를 조사구로 하는 경우도 있

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평균가구수(약 57가구, 2000년)를 그대로 활

용할 경우 조사구 경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 조사 관리에 편리한 

점이 있으나 80가구를 1개 조사구로 설정할 경우 연결된 2개 조사구에서 

1개 조사구는 전부 조사하고 추가 가구는 인접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

서 거처별 일련번호 부여 후 80가구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세

밀한 조사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부 임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출산력조사의 층별 조사구수 배분은 가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순히 가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크기의 척도(조사구의 가구

수를 5 또는 10으로 나눈 값)의 합에 비례하여 조사구수를 결정하기도 한

다. 또한 군 지역은 출산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관계로 과표본(over 

sample)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과표본하는 크기를 보면 조사 연

도 간에 일정하지 않았다. 2006년도 조사는 군 지역에 2배 과표본하였으

나 2009년도 조사는 1.2배 과표본하였다. 과표본 정도에 따라 층별 조사

구수 규모에 차이를 줄 수 있는 데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고 군 지역에 가

임여성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09년이 2006년보다 적은 과표본은 군 

지역 기혼부인 조사자수가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난다. 추출방식은 지역

별로 고른 추출을 위하여 행정구역으로 분류(sort)하고 계통추출 또는 비

례확률추출(PPS; Proportional Probability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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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출산력조사 표본추출방법

조사명 2003년도 2006년도 2009년도

표본틀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모집단
(표본틀) 
조사구수

- 249,553 조사구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구별 
가임여성(15∼49세)수 집계  

- 264,207조사구 - 264,207조사구

층화

- 3개 층 
 (1) 7대 시의 동읍면, (2) 기

타시 동, (3) 군의 읍면

- 6개층
 (1) 7대시 (2) 기타시 (3) 

군의 읍면으로 나누고 조
사구의 주택형태 (1) 단독
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2) 아파트조사

- 6개층
 (1) 7대시 (2) 기타시 (3) 

군의 읍면으로 나누고 조사
구의 주택형태 (1) 단독주
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

타 (2) 아파트조사구 

분류변수

- 행정구역, 가임여성수, 주된 
주택형태 순으로 정렬하여 
표본추출

- 행정구역 - 행정구역 

표본
조사구수

- 200조사구(인구주택 194, 신
축아파트 6)

  ∙ 신축아파트 보정
- 273 조사구 - 273 조사구

조사구당 
가구수

- 80가구 - 60가구 - 60가구

추출방법

- 층별 가구수에 비례배분
- 군 지역은 과표본(2배)
- 인구주택총조사 2개조사구

에서 1개 조사구는 전부조
사 하고 나머지 조사구는 일
련번호 부여하여 80가구가 

될 때가지 조사구에 포함.

- 층별 가구수에 비례배분
- 군 지역은 과표본(2배)

- 층별 가구수에 비례배분
- 군 지역은 과표본(1.2배)

승수
- 가구승수
- 부인승수 

- 가구승수
- 부인승수 

-가구승수와 부인승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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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수추정

출산력조사는 표본조사로 모수추정을 위해서는 조사단위에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출산력조사 승수는 가구승수와 부인승수로 나누어진

다. 가구승수는 모집단 가구수를 추정하기 위한 승수이며 부인승수는 조

사된 가구에 거주하는 기혼 부인수 추정을 위한 승수이다. 

승수 산출은 일반적으로 기초승수(base weight), 무응답조정(non 

response adjustment), 사후층화(post stratification) 의 곱으로 이루

어진다. 기초승수는 표본조사구가 뽑힌 확률의 역수이며, 무응답조정은 

표본조사구 내 조사미완 가구수 또는 부인수를 보정하는 것이다. 사후층

화는 보조변수 또는 기존의 발표된 통계를 활용하여 계산된 승수를 재조

정하는 과정이다. 이때 사후층화로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센서스 결과, 

추계인구 등이 많이 활용된다. 

출산력조사 승수의 특징은 추정 결과가 모집단 총수(population to-

tal) 보다는 모비율(population ratio) 추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자기

승수(self weight)로 계산된 경우가 많다. 즉 전국의 총가구수, 총부인수 

등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성에 대한 비율(proportion) 추정이 대

부분인 관계로 승수의 합이 표본조사대상 가구수 또는 완료 가구수, 조사

완료 부인수와 일치되도록 승수 합이 재조정 되는 경우가 많다. 

  라. 출산력 표본설계의 시사점 및 개선점

출산력조사의 표본설계에서 조사구 설정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하고,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관계로 비교적 최신 

정보로 구성된 표본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사비용과 조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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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조사구 당 조사대상 가구수가 조사연도 간에 일정하지 않았고 

변동이 있었다. 또한 가임부인이 적은 군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

자 확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과표본을 하는데, 과표본 비율에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표본조사구 크기가 각 조사 연도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통계청의 조사구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접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가구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출산력조사 표본틀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90%만 활용하

게 되어 표본틀이 목표모집단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조사구에 있는 정

보가 적고 단순하다. 따라서 통계청 협조에 의하여 전체100% 조사구를 

활용한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단 100% 전체 조사

구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통계청이 사용하는 조사구는 제외한 후 제외된 

조사구수 만큼 추가 추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표본추출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주요 조사대상인 기혼부인수와 조사구

수 규모 간에 상관성이 크지 않고 표본틀(sampling frame)에 내재된 정

보가 많지 않아서 효율적인 표본 추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본틀

에 지역, 가구수, 주택형태에 부가하여 필요 정보가 첨가된 표본틀 구축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자료에서 조사구

별 특성이 포함된 표본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2절 출산력 시계열 DB 승수 조정

1. 출산력조사 표본승수 검토

통계학에서 추정량의 편향(bias)은 추정량의 기댓값과 참값과의 차이

를 의미한다. 조사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할 경우 추정치와 모수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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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존재하고 추정량의 편향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조사 자

료에 승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출산력 조사는 표본조사로 모수추정에 승

수(weight) 적용이 필요하다. 출산력 시계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연

도에 승수가 계산되지 않은 연도가 존재하고 있다. 출산력조사 승수는 가

구단위 분석에 사용하는 가구승수와 기혼부인 분석에 사용하는 부인승수

로 분류된다. 가구승수는 1985, 1988, 1991, 1994, 1997, 2003, 2009

년도 자료에 존재하고 부인승수는 실제적으로 1885년 이후 조사부터 활

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표 3-6 참조).    

1988년도 조사 승수만 모집단 총수추정 승수이며 다른 연도의 승수는 

자기승수(승수합을 조사완료수에 일치시킴) 형태로 계산되어 있다. 1991

년과 2009년도의 경우 부인승수는 가구승수와 동일하게 나타나 부인승

수를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 경우 가구 내에 2명의 기혼부인

이 있는 경우 승수에 반영되지 않고 조사미완 기혼부인이 있는 경우 무응

답 조정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 연도 간에 승수 적용의 불규칙

은 시계열적 분석에서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각 연도별 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출산력조사 승수산출 방법을 검토한 

결과 표본설계와 무응답 조정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사후층화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이

유 중 하나는 조사완료 후 표본설계 담당자와 보고서 작성자와의 협조 부

족, 또는 조사결과 검토 및 승수 산출에 충분한 시간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출산력 시계열 DB 활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전체 출산력 시계열 DB에 적용되는 새로운 승수 산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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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출산력 시계열 DB의 승수 존재여부

승수종류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가구승수 ○ ○ ○ ○ ○ ○ ○

부인승수 ○ ○ ○ ○ ○ ○ ○ ○ ○

〈표 3-7〉 출산력 시계열 DB의 가구승수의 분포

조사 연도 Mean Minimum Maximum Range 비고

1982   1.00   1.00    1.00    0.00 

1985   1.59   1.00    2.30    1.30 

1988 843.38 451.11 2268.34 1817.23 Population Total weight

1991   1.00   0.20    2.50    2.30 

1994   1.00   0.46    1.73    1.27 

1997   1.00   0.30    1.82    1.51 

2000   0.00   0.00    0.00    0.00 

2003   1.13   0.51    2.27    1.76 

2009   1.08   0.53    5.19    4.66 

〈표 3-8〉 출산력 시계열 DB의 부인승수의 분포

조사 연도 Mean Minimum Maximum Range 비고

1974 1.00 1.00 1.00 0.00 

1976 1.00 1.00 1.00 0.00 

1982 1.00 1.00 1.00 0.00 

1985 1.59 1.00 2.30 1.30 

1988 911.56 451.35 2530.08 2078.72 Population Total weight

1991 1.00 0.20 2.50 2.30 

1994 1.00 0.41 1.94 1.53 

1997 1.00 0.28 1.77 1.49 

2000 1.18 0.34 2.57 2.23 

2003 1.19 0.27 2.80 2.54 

2006 1.00 0.63 1.70 1.07 

2009 1.08 0.53 5.19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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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부인 연령분포 검토

 

출산력 조사에서 기혼부인 연령은 주요 변수이다. 출산과 관련된 많은 

변수가 연령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변수 특히 기혼부인 연령

은 가능하면 오차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오차는 표본추출로 발생하는 표

본오차와 그 외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가 있는데 응답 오류

는 중요한 비표본 오차이다. 실제 2006년도와 2009년도 기혼부인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연령에서 돌출된 부분이 보인다(그림 3-2 참조). 

따라서 응답자가 특정 숫자에 쏠리는(heaping) 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Myer's Blended Index1)를 산출하였다.

〔그림 3-2〕 전국 출산력조사 응답자의 연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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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출산력조사응답자의연령구조

2006년 2009년

1) 특정 숫자에 쏠림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쏠림이 없음. 10 미만이면 낮

음. 10~20이면 적당함. 20이상이면 높음(Rutstein and Bicego, 1990, Attila 
Hancıoǧlu(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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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력조사의 경우 연령에 대한 응답은 음력, 양력, 띠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상호 체크를 하게 되어 응답오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

편과 부인 연령의 Myer's Blended Index는 부인보다 남편의 연령 응답 

쏠림이 더 적게 나타나고 부인의 교육수준별 Myer's Blened Index를 

계산해 보면 학력별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비교적 특정 숫자에 응답

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3-9, 표 3-10 참조). 

〈표 3-9〉 부인과 남편의 Myer's Blended Index

1974 1976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부인 15.31 14.21 19.10 13.66 12.91 13.40 11.97 9.11 12.65 16.47 

남편 -  7.24  7.58  6.69  4.67  7.22  9.34 8.31  2.71  6.21 

〈표 3-10〉 부인의 교육수준별 Myer‘s Blened Index

숫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0 -2.68 -1.89 -1.19 -0.03 

1 -2.26 -1.92 -1.17 -0.61 

2 -2.06 -1.59 -1.44 -1.17 

3 -1.50 -1.05 -0.95 -1.27 

4 -0.90 -0.53 -0.81 -1.45 

5 0.72 1.27 0.53 0.46 

6 1.11 0.87 1.47 0.77 

7 2.04 1.42 1.35 1.47 

8 2.88 1.65 1.05 1.02 

9 2.65 1.78 1.16 0.81 

계 18.78 13.97 11.14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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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력 시계열자료 활용에서 편향 발생은 표본승수의 적용이 일관적이

지 않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편향을 보정하는 방법으

로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혼부인 연령분포를 Bench marking할 필요가 

있다. 조사 연도별 보고서와 출산력 시계열 DB에 나타난 승수는 검토한 

결과 각 조사연도의 표본승수 산출에서 사후층화 부분이 미비하게 타나

고 있어 사후층화방법에 의한 승수조정이 필요하다.

3. 출산력 시계열 DB 부인승수 조정

출산력 시계열 DB에서 부인승수 조정의 필요성이 앞 절에서 언급되었

다.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는 5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출산력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출산력조사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조

사 연도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후층화는 조사년도와 가장 근접한 연도 센

서스 결과를 활용한다. 1976년도 출산력조사는 1975년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며, 1991년도와 1994년도 출산력조사는 1990년도의 센서스 자

료가 활용된다. 2000년도 출산력조사의 경우 센서스 연도와 같지만 센서

스 결과가 출산력조사 결과보다 늦어지면 1995년도의 센서스 결과를 활

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후층화 자료로 출산력조사 연도와 일치하는 연도

의 센서스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 센서스가 5년 단위로 실시되는 

관계로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출산력조사 연도의 센서스 기혼부인 연령

분포를 추정하였다(표 3-11 참조). 이렇게 추정한 센서스 기혼부인 연령

분포로 기존의 출산력조사 부인승수를 사후층화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승

수를 조정하였다(표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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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출산력조사 연도의 센서스 기혼부인수 추정방법

센서스 연도 출산력조사연도 출산력조사 연도의 센서스 기혼부인수　

1970 1974 1974(4) = 1970+(1975-1970)*(4/5)

1975 1976 1976(1) = 1975+(1980-1975)*(1/5)

1980 1982 1982(2) = 1980+(1985-1980)*(2/5)

　 1985 1985(5) = 1980+(1985-1980)*(5/5)

1985 1988 1988(3) = 1985+(1990-1985)*(3/5)

1990 1991 1991(1) = 1990+(1995-1990)*(1/5)

1994 1994(4) = 1990+(1995-1990)*(4/5)

1995 1997 1997(2) = 1995+(2000-1995)*(2/5)

2000 2000(5) = 1995+(2000-1995)*(5/5)

2000 2003 2003(3) = 2000+(2005-2000)*(3/5)

2005 2006 2006(1) = 2005+(2010-2005)*(1/5)

2009 2009(4) = 2005+(2010-2005)*(4/5)

따라서  년도 연령층의 부인승수(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되

었다.


  

or
×

  여기서, 

  출산력조사 연도(1974, ..., 2009)

  기혼부인 연령층(15∼19, ..., 45∼49) 

 
   년도  연령층의 조정 부인승수

 
or   년도   연령층의 기존 부인승수

     년도  연령층의 승수 조정계수

          ( 센서스 기혼부인 구성비/출산력조사 기혼부인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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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기존 및 조정된 부인승수 분포

기존승수(original weight) 조정승수(adjusted weight)

최소값 최대값 mean sd
50퍼센
타일

75퍼센
타일

mean sd
50퍼센
타일

75퍼센
타일

1974 1 1 1 0 1.00 0.20 0.96 1.01 

1976 1 1 1 0 1.00 0.09 1.04 1.05 

1982 1 1 1 0 1.00 0.10 1.07 1.08 

1985 1.00 2.30 1.65 0.65 2.30 2.30 1.66 0.69 1.94 2.40 

1988 451.35 2530.08 911.56 270.48 828,11 1064.88 912.36 275.30 940.25 1074.94 

1991 0.20 2.50 1.01 0.29 0.97 1.13 1.01 0.31 0.97 1.12 

1994 0.41 1.94 1.00 0.35 1.06 1.21 1.00 0.35 1.06 1.21 

1997 0.28 1.77 1.00 0.30 1.13 1.22 1.00 0.31 1.11 1.23 

2000 0.34 2.57 1.26 0.45 1.34 1.50 1.26 0.46 1.33 1.51 

2003 0.27 2.80 1.20 0.37 1.25 1.42 1.20 0.38 1.23 1.42 

2006 0.63 1.70 1.01 0.12 1.01 1.07 1.01 0.12 1.01 1.07 

2009 0.53 5.19 1.08 0.54 0.95 1.11 1.08 0.55 0.9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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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력조사 부인승수 조정 결과

 

〔그림 3-3〕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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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출산력조사 1975 census adjusted

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그림 3-4〕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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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출산력조사 1980 census adjusted

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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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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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출산력조사 1995 census adjusted

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그림 3-6〕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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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출산력조사 2000 census adjusted

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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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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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그림 3-8〕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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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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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 분석

승수조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 조정된 승수를 적용하여 출산

력조사의 주요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연도별 평균출생아수 

추이는 [그림 3-9]와 같다. 조사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새

로운 승수를 적용한 결과 1976년 평균 출생아 수는 3.48명에서 3.39명

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1994년의 경우는 1.95명에서 1.97명으로 약간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표 3-13〉 기혼부인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연령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기존 승수1) 적용

15~19세 0.47 0.38 0.75 0.40 0.27 0.20 1.10 0.32 0.30 0.22 0.00 

20~24세 1.01 0.96 0.87 0.77 0.67 0.69 1.24 0.77 0.64 0.69 1.05 

25~29세 2.00 1.78 1.65 1.39 1.29 1.24 1.51 1.06 1.06 0.92 1.14 

30~34세 3.23 2.64 2.37 2.08 1.88 1.78 1.89 1.73 1.69 1.56 1.62 

35~39세 4.07 3.25 2.98 2.60 2.37 2.10 2.07 1.98 1.97 1.90 1.91 

40~44세 4.87 4.11 3.69 3.13 2.81 2.50 2.25 2.05 2.05 2.00 2.03 

45~49세 5.49 4.69 4.43 3.87 3.46 2.97 2.82 2.40 2.25 2.04 2.03 

전체 3.48 2.95 2.67 2.30 2.17 1.95 2.08 1.84 1.88 1.78 1.86

조정 승수 적용

15~19세 0.47 0.38 0.75 0.40 0.27 0.20 1.10 0.32 0.30 0.22 0.00 

20~24세 1.01 0.96 0.87 0.77 0.67 0.69 1.24 0.77 0.64 0.69 1.05 

25~29세 2.00 1.78 1.65 1.39 1.29 1.24 1.51 1.06 1.06 0.92 1.14 

30~34세 3.23 2.64 2.37 2.08 1.88 1.78 1.89 1.73 1.69 1.56 1.62 

35~39세 4.07 3.25 2.98 2.60 2.37 2.10 2.07 1.98 1.97 1.90 1.91 

40~44세 4.87 4.11 3.69 3.13 2.81 2.50 2.25 2.05 2.05 2.00 2.03 

45~49세 5.49 4.69 4.43 3.87 3.46 2.97 2.82 2.40 2.25 2.04 2.03 

전체 3.39 2.86 2.63 2.31 2.13 1.97 2.04 1.83 1.85 1.78 1.84 

   주: ‘*’는 사례수가 30개 미만인 자료를 의미함.

자료: 1) 신창우 등(2012).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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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조사연도별 평균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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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도별 평균 임신횟수를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승수를 적용하

면 2003년도 평균 임신 횟수는 2.87회로 2000년도(2.85회)보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승수를 적용할 경우 2.82회로 감소하여 

2003년도에 일시적인 증가가 상쇄되는 현상을 보였다(그림 3-10 참조). 

이러한 순화(smoothing) 현상은 평균 임신소모 횟수에서도 나타났다. 

1991년도 조사에서 평균 임신소모 횟수는 1.34회로 1988년(1.33회) 보

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보였는데 새로운 승수를 적용한 결과 1.31

회로 나타나 일시적 증가가 순화되는 현상을 보였다(그림 3-11 참조). 평

균 이상자녀수의 경우는 기존 승수와 새로운 승수 적용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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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기혼부인 연령별 평균 임신횟수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기존 승수1) 적용

15~19세 0.93 * * * * * * * * * *

20~24세 1.61 1.59 1.56 1.50 1.41 1.26 1.25 1.33 1.21 1.21 1.03 

25~29세 2.84 2.83 2.72 2.33 2.26 2.05 1.85 1.63 1.64 1.37 1.35 

30~34세 4.57 4.17 3.88 3.35 3.13 2.94 2.83 2.56 2.51 2.14 2.00 

35~39세 5.71 5.25 4.72 4.24 3.82 3.44 3.23 3.13 3.00 2.72 2.49 

40~44세 6.42 6.22 5.62 4.91 4.59 3.98 3.46 3.29 3.16 3.00 2.82 

45~49세 6.57 6.23 6.15 5.78 5.35 4.69 4.34 3.64 3.46 3.10 2.91 

전체 4.70 4.45 4.13 3.67 3.55 3.18 3.03 2.85 2.87 2.61 2.48 

조정 승수 적용

15~19세 0.93 0.86 1.11 0.99 0.86 0.57 1.23 0.80 0.86 0.48 1.00 

20~24세 1.61 1.59 1.56 1.50 1.41 1.26 1.25 1.33 1.21 1.21 1.03 

25~29세 2.84 2.83 2.72 2.33 2.26 2.05 1.85 1.63 1.64 1.37 1.35 

30~34세 4.57 4.17 3.88 3.35 3.13 2.94 2.83 2.56 2.51 2.14 2.00 

35~39세 5.71 5.25 4.72 4.24 3.82 3.44 3.23 3.13 3.00 2.72 2.49 

40~44세 6.42 6.22 5.62 4.91 4.59 3.98 3.46 3.29 3.16 3.00 2.82 

45~49세 6.57 6.23 6.15 5.78 5.35 4.69 4.34 3.64 3.46 3.10 2.91 

전체 4.59 4.36 4.09 3.69 3.49 3.20 3.03 2.85 2.82 2.61 2.47 

   주: ‘*’는 사례수가 30개 미만인 자료를 의미함.
자료: 1) 신창우 등(2012).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10〕 조사연도별 평균 임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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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기혼부인 연령별 평균 임신소모수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기존 승수1) 적용

15~19세 0.17 * * 0.37 * * * * * * * 

20~24세 0.34 0.39 0.44 0.51 0.51 0.35 0.34 0.31 0.39 0.33 0.10 

25~29세 0.65 0.91 0.99 0.82 0.82 0.67 0.54 0.40 0.44 0.28 0.27 

30~34세 1.30 1.49 1.51 1.25 1.22 1.10 0.98 0.79 0.77 0.53 0.46 

35~39세 1.62 1.98 1.78 1.65 1.46 1.33 1.22 1.15 1.04 0.82 0.64 

40~44세 1.56 2.10 1.99 1.80 1.80 1.48 1.26 1.25 1.11 1.01 0.84 

45~49세 1.10 1.55 1.84 1.92 1.89 1.68 1.53 1.26 1.22 1.08 0.91 

전체 1.14 1.44 1.46 1.33 1.34 1.17 1.07 0.98 0.97 0.81 0.69 

조정 승수 적용

15~19세 0.17 0.33 0.18 0.37 0.34 0.15 0.53 0.35 0.00 0.00 0.00 

20~24세 0.34 0.39 0.44 0.51 0.51 0.35 0.34 0.31 0.39 0.33 0.10 

25~29세 0.65 0.91 0.99 0.82 0.82 0.67 0.54 0.40 0.44 0.28 0.27 

30~34세 1.30 1.49 1.51 1.25 1.22 1.10 0.98 0.79 0.77 0.53 0.46 

35~39세 1.62 1.98 1.78 1.65 1.46 1.33 1.22 1.15 1.04 0.82 0.64 

40~44세 1.56 2.10 1.99 1.80 1.80 1.48 1.26 1.25 1.11 1.01 0.84 

45~49세 1.10 1.55 1.84 1.92 1.89 1.68 1.53 1.26 1.22 1.08 0.91 

전체 1.12 1.43 1.45 1.34 1.31 1.17 1.07 0.98 0.95 0.81 0.69 

   주: 임신소모는 출산력조사 통합파일의 w240_1 변수를 이용함. 단, 1985, 1988, 2000, 2009년
도의 ‘98.비해당’을 ‘00.임신소모경험 없음’으로 함.

        ‘*’는 사례수가 30개 미만인 자료를 의미함.

자료: 1) 신창우 등(2012).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11〕 조사연도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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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기혼부인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기존 승수1) 적용

15~19세 * * * 1.70 * * * * * * *

20~24세 2.34 2.09 1.82 1.84 1.84 2.03 2.10 2.09 2.16 2.23 2.18 

25~29세 2.49 2.21 1.92 1.92 1.95 2.08 2.13 2.08 2.16 2.13 2.18 

30~34세 2.76 2.47 1.98 1.98 2.07 2.24 2.21 2.23 2.24 2.19 2.24 

35~39세 2.96 2.64 2.06 2.05 2.18 2.31 2.28 2.27 2.25 2.27 2.25 

40~44세 3.19 2.87 2.16 2.12 2.30 2.33 2.29 2.28 2.27 2.31 2.28 

45~49세 3.33 x 2.39 2.27 2.51 2.43 2.44 2.34 2.33 2.39 2.30

전체 2.84 2.46 2.05 2.02 2.15 2.25 2.26 2.24 2.26 2.28 2.26 

조정 승수 적용

15~19세 2.52 2.05 1.64 1.70 1.85 2.11 2.15 2.28 2.22 2.04 2.00 

20~24세 2.34 2.09 1.82 1.84 1.84 2.03 2.10 2.09 2.16 2.23 2.18 

25~29세 2.49 2.21 1.92 1.92 1.95 2.08 2.13 2.08 2.16 2.13 2.18 

30~34세 2.76 2.47 1.98 1.98 2.07 2.24 2.21 2.23 2.24 2.19 2.24 

35~39세 2.96 2.64 2.06 2.05 2.18 2.31 2.28 2.27 2.25 2.27 2.25 

40~44세 3.19 2.87 2.16 2.12 2.30 2.33 2.29 2.28 2.27 2.31 2.28 

45~49세 3.33 x 2.39 2.27 2.51 2.43 2.44 2.34 2.33 2.39 2.30 

전체 2.82 2.45 2.05 2.03 2.14 2.26 2.26 2.24 2.26 2.28 2.26 

   주: ‘*’는 사례수가 30개 미만인 자료를 의미함.
자료: 1) 신창우 등(2012).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12〕 조사연도별 평균 이상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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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혼부인 연령 및 교육수준 보정 효과 분석

1. 연령 및 교육수준 보정

출산력조사에서 교육수준은 연령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다. 

교육수준은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

혼부인의 교육수준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

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에서 15~49세 기혼부인 교육수준 

자료는 2000년도 자료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2006년도 출산력조사의 인구주택총조사 기혼부인 연령과 교육수준에 

의한 부인승수 조정을 위한 승수조정계수는 <표 3-17>의 방법으로 산출

하였다. 즉 인구주택총조사 연령 및 교육수준 교차표 구성비를 출산력조

사 교차표 구성비로 나누어 승수조정계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년도 연령층 교육수준의 부인승수(
)는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조정되었다.


  

or
×

  여기서, 

  출산력조사 연도(2006, 2009)

  기혼부인 연령층(15∼19, ..., 45∼49) 

  기혼부인 교육수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년도 연령층 교육수준의 조정 부인승수

 
or   년도 연령층 교육수준의 기존 부인승수

     년도 연령층 교육수준의 승수 조정계수

          ( 센서스 기혼부인 구성비/출산력조사 기혼부인 구성비)



88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표 3-17〉 연령 및 교육수준에 의한 승수조정계수 산출(2006년)

출산력조사
구성비(%) 

인구주택총조사1)

구성비(%)
승수조정계수(r)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19세 0.00 0.00 1.00 

  20~24세 0.01 0.01 1.07 

  25~29세 0.07 0.04 0.52 

  30~34세 0.07 0.09 1.28 

  35~39세 0.18 0.25 1.41 

  40~44세 0.87 0.92 1.06 

  45~49세 3.07 2.39 0.78 

중학교 졸업

  15~19세 0.08 0.03 0.36 

  20~24세 0.11 0.07 0.61 

  25~29세 0.07 0.12 1.82 

  30~34세 0.31 0.31 0.99 

  35~39세 0.97 0.93 0.96 

  40~44세 2.85 2.66 0.93 

  45~49세 5.42 4.66 0.86 

고등학교 졸업

  15~19세 0.10 0.04 0.44 

  20~24세 1.04 0.87 0.84 

  25~29세 3.92 4.08 1.04 

  30~34세 10.26 9.86 0.96 

  35~39세 14.25 23.03 0.91 

  40~44세 13.20 13.27 1.01 

  45~49세 10.55 11.01 1.04 

대학교 졸업 이상

  15~19세 0.00 0.00 1.00 

  20~24세 0.44 0.35 0.79 

  25~29세 4.78 4.92 1.03 

  30~34세 9.47 10.08 1.06 

  35~39세 8.79 9.21 1.05 

  40~44세 5.70 6.78 1.19 

  45~49세 3.44 4.02 1.17 

   합 계 100.0 100.0 -

주: 1) 선형보간법으로  2006년 인구주택총조사 기혼부인수 구성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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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초등학교 이하,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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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그림 3-14〕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중학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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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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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고등학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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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그림 3-16〕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대학 이상,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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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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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초등학교 이하,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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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그림 3-18〕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중학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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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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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고등학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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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그림 3-20〕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대학 이상, 2009년)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 기혼부인의연령분포(대학 이상_2009)

origin adjusted 2005census

자료: 센서스 자료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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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및 교육수준별 승수조정 효과 분석

  가. 평균 출생아수

〔그림 3-21〕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의 비교(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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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의 비교(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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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균 임신횟수

〔그림 3-23〕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횟수의 비교(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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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횟수의 비교(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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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균 임신소모횟수

〔그림 3-25〕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소모횟수의 비교(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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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소모횟수의 비교(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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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사점

표본조사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자 할 때, 승수는 표본추

출과 조사에서 발생한 편향을 보정하는 기능을 한다. 출산력조사 또

한 표본조사로 모수추정을 위해서는 조사단위에 승수가 적용되어야 한

다. 본 장에서는 출산력 시계열 DB에 있는 기존 승수를 검토하여 통합 시

계열 분석에 적합한 승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구축된 출산력 시계열 

DB의 승수는 각 조사가 수행된 후 승수산출 단계에서 사후층화가 미비하

였다. 따라서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기혼부인 연령분포로 

각 조사 연도별 부인승수를 사후 층화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다. 이때 출

산력조사 연도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선형보간법

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일부 조사연도에서 평균 출생아수, 평균 임신횟수, 평균 임신

소모횟수 등 주요 출산력 지표에서 나타났던 일시적 증가가 순화

(smoothing)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기혼부인 연령과 교육수준을 반

영하여 승수를 조정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기혼

부인의 주요 출산력 지표에 근소한 변화가 있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인승수에 결측이 있는 조사 연도에 승수가 부여

되는 효과와 출산력조사 승수에서 사후층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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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산력조사와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1.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5년부터 시작된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는 저출산에 대한 미시적 원

인을 파악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이다. 

출산동향조사의 경우 출산력조사와는 다르게 20∼44세를 대상으로 하며 

미혼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도 

조사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는 기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부분은 출산력조사

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지만 결혼 관련 의식 및 태도, 기혼여성 부모

관계, 부부역할, 정책 선호도 등이 조사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통계

청은 출산력조사와 유사/중복 조사로 분류하고 있어 조사 통합을 제안하

였다(표 4-1 참조).  

출산력조사의 세부 조사내용은 출생아수, 인공유산, 사산, 현재 피임실

천율, 피임방법, 피임목적, 불임진단/치료, 산전진찰, 모유수유 등 임신, 

출산, 피임에 관한 항목이 많다. 반면에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는 임신, 사

산, 인공유산, 불임 등 출산력 조사항목과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출산계

획, 부모의 양육 도움, 자녀 출산과 직장 일과의 관련, 육아휴직, 저출산

에 대한 견해, 출산/양육 관련 바람직한 사회여건 등 출산에 따른 양육 관

련 항목이 있고 미혼자 조사항목으로 자녀의 필요성, 부부역할에 대한 견

출산‧ 보육 통계생산 활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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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출산력조사(2009년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2009년도)

조사목적
- 출산력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및 가족 

부양 변화양상 파악 및 관련대책 수립

- 저출산의 미시적 원인을 파악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조사대상 - 15~64세 기혼부인가구
- 20∼44세 기혼부인과 미혼자가 있는 

가구

조사주기 - 3년 - 4년

표본추출
모집단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표본수 - 조사구수: 13,883가구(완료기준) - 조사구수 10,211가구(완료기준)

조사내용

 1) 가구사항

 2) 결혼 및 가족주기

 3) 임신, 출산, 피임

 4) 모자보건 및 가족관계

 5) 기혼부인 취업

 6) 자녀양육

 7) 출산 및 가족정책

 1) 가구사항

 2) 결혼 관련 의식 및 태도

 3) 자녀(출산) 관련 의식 및 태도

 4) 기혼여성 결혼, 임신 및 출산

 5) 기혼여성 부모관계, 부부역할

 6) 정책선호도

해, 저출산 이유에 대한 견해 등 미혼자로 부터 향후 출산에 대한 예측과 

정책 방향을 찾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표 4-2 참조). 따라서 기존의 출산

력조사가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조사항목 개발에 출산

동향조사 조사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출산력조사와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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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항목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기혼조사

 - 결혼후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아들/딸수), 성별구별여부, 아들의 

필요성정도, 아들필요이유, 현존자녀수(아들/딸수), 총 임신횟수, 정상

출생횟수, 출생아수(출생아들/딸수), 사망자녀수(사망아들/딸수), 인공

유산횟수, 자연유산횟수, 사산횟수, 첫인공유산시 부인의 만연령, 첫인

공유산시 현존자녀수, 첫인공유산시 태아성감별여부, 첫인공유산이유,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여부, 현재임신여부(출산예정일)

 - 추가자녀 희망여부, 추가예정 자녀수(아들/딸수), 정부지원시 자녀계획, 

자녀양육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입양 고려여부, 현재피임실천여

부, 현재피임방법, 피임목적, 출산 중단 및 연기 이유, 향후 희망피임방

법, 불임경험여부, 불임 진단/치료 여부, 불임치료방법, 불임원인, 불임

치료시기/결과/비용/기간

 - 산전진찰여부/시기/횟수, 제왕절개 이유, 아이 분만시 체중, 저체중이

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인지여부, 산후진찰여부, 선청선대사이상 검

사여부, 추가검사비용, 모유수유여부, 모유수유중단시기, 분유시작시기, 

보충식시작시기

◦미혼조사

 - 결혼 후 자녀필요성, 이상자녀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정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기혼조사

 - 응답자의 교육정도, 결혼상태, 거주실태, 출생자녀, 사망자녀,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직종

 - 임신횟수, 정상출생, 사산횟수, 자연유산횟수, 인공유산횟수, 현임신유무, 

총출생자녀수, 인공유산 이유, 남편의 현재 피임여부, 남편의 피임 이유, 

출산의 중단 및 연기 이유, 불임진단여부, 불임치료여부, 불임시술 경험, 

다태아 출산여부, 자녀출산전후 직장을 그만둔 경험

 - 자녀계획, 딸‧아들구별여부, 출산계획시기, 부모님 양육도움 기대여부, 남

편 도움 기대 정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사

람/매체, 자녀출산시 일하는 시간 조정 여부, 일을 그만둘 경우 이유, 직

장 복귀 의향, 복귀시 자녀나이, 일을 계속할 경우 돌봐줄 사람, 육아휴직 

이용계획 여부, 육아휴직 이용계획 기간, 육아휴직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

 - 저출산문제에 대한 견해,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출산/양

육에 대한 국가/직장의 지원정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종류,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출산/양육관련 제도 및 시설의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미혼조사

 -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 딸‧아들 구별, 자녀수에 따른 직장형태, 부부

역할에 대한 견해,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한 태도, 저

출산 이유에 대한 견해, 결혼전 임신에 대한 견해, 첫아이 계획 시기, 임

신/출산시 근무시간 조정, 직장을 그만둘 경우 이유, 저출산 현상이 본인

에게 미치는 영향,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직장의 지원정도, 출산/양육

에 대한 사회적 지원종류,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표 4-2〉 출산력조사와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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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통계지표

1. 임신형태 및 임신종결 
형태의 변화

－ 임신전·후 남아출산노력 경험률

－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

－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

－ 지역별 임신종결형태

－ 총임신횟수의 변화

－ 임신소모 횟수 분포

－ 총 임신횟수 분포

－ 평균 임신소모 횟수

2. 출산형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 출생아 성비

－ 출생아수 분포

－ 평균 출생아수

－ 현존자녀수 분포

－ 현존자녀의 성비

－ 현존자녀수 분포

－ 결혼연령과 첫째 및 막내아 출산시 연령

－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 연령별 출산율의 지역차이

3. 피임수용실태

－ 피임실천율 및 불임실천율

－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 피임실천율

－ 임신노출상태

－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 피임보급대상자

－ 피임실천율

출산력조사에서 생산되는 주요 통계를 보면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행태

의 변화,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의 변화, 피임수용실태, 임신중

절실태, 모자보건실태에 대한 많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는 기혼부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기혼부인의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출생아, 현존자녀수

와 출산계획 등 취업과 출산, 향후 출산계획에 대한 통계를 생산한다(표 

4-3, 표 4-4 참조).

 

〈표 4-3〉 출산력조사의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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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통계지표

－ 피임실태

－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 피임실태 변화

－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 과거사용 최종 피임방법

－ 피임비실천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 피임중단 및 무경험부인의 비율과 이유

4. 인공임신중절실태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별 당시 자녀수 분포

－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의 성

－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 첫 인공임신중절 수용 이유

－ 총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 추이

5. 모자보건실태

－ 모유수유 중단이유

－ 최종출생아 모유수유 실태

－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

－ 최종출생아의 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

－ 최종출생아의 생후 15개월간 모유수유양상

－ 최종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 최종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 최종출생아 임신기간중 산전수진횟수

－ 최종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 최종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

－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및 이유

－ 최종출생아 출생시 체중

－ 최종출생아 분만장소

－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수검 여부

－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부담

－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지급형태

－ 최종출생아 체중

－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및 권유이유

－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수진율

－ 최종출생아 시설분만율 및 분만장소



104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표 4-4〉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주요 통계

구분 주요 통계지표

1. 기혼여성의 출산동향

－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

－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

－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형태' 조합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형태' 조합

－ 기혼여성의 자녀수와 인생의 목표실현과 관계에 대한 의식

－ 기혼여성의 특성별 출생아수

－ 기혼여성의 특성 및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아수

－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아수

－ 유배우여성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수

－ 기혼여성의 특성별 초혼연령과 출산간격

－ 유배우여성의 연령별 및 현존자녀수별 향후 출산계획

－ 유배우여성의 현존자녀수 및 일반특성별 향후 출산계획

제2절 보육통계 생산활동

1. 보육관련 보고통계

현재 보육과 관련된 보고 통계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이사랑보육포털은 아동 관리, 보육료 지원금 신청, 재무

회계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교사, 아

동, 반 구성 등의 현황 자료가 포털에 입력되고 이를 이용하여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통계를 생산한다. 

아이사랑보육포털로 제공되는 주요 통계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직장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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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구분 내용

1.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 어린이집 현황(시·도, 시·군·구)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시군구)

- 정원 및 현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 어린이집 설치 및 미설치 지역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현황

-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지역유형별 정원, 현원 현황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다문화 아동 

어린이집 이용현황

- 지역유형별 다문화아동 어린이집 현황

- 지역유형별 다문화 아동 현원

일반어린이집(특수 

보육미지정어린이집) 

특수보육 현황 

- 일반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방과 후, 장애아 

보육 현황

2.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현황

특수보육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어린이집 현황

3. 어린이집 
현황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성별)

- 지역/어린이집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성별)

- 보육교사 1급 자격 현황(성별)

- 보육교사 2급 자격 현황(성별)

- 보육교사 3급 자격 현황(성별)

5.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 보육료 지원 현황

- 보육료 지원 현황(성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보험가입 현황, 평가인증 현황, 기타 일반 현황

을 제공한다(표 4-5 참조).  

보고통계는 통계의 특성이 집계 또는 실적 통계로 전체 모집단을 정의

하기 어려워 보육 수요 및 이용자 특성 파악에는 활용성이 많지 않다. 

〈표 4-5〉 아이사랑보육포털의 제공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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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구분 내용

6. 보험 가입 
현황

- 상해보험 가입 현황

- 화재보험 가입현황

7. 평가인증 현황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수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수

8. 부록 

- 연도별 영유아 추계 인구

- 연도별 유치원 원아수 추이

-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안전부 12월 31일)

- 보육 정보센터 현황

- 양육수당 지급 대상 현황

-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 2012년 보육예산

2. 보육관련 조사 통계

  가. 전국보육실태조사

영유아보육법 제 9조에 의하면 3년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조사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보육실

태조사는 가구조사와 시설조사로 나누어지는데 가구조사는 초등학교 이

하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및 요구도, 보육교육서비스 수

요,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며 시설조사는 보육시설을 단위로 

시설 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사와 종사자 운영 실태 및 요구, 

보육서비스 운영 실태, 운영 평가 및 관리, 재정운영 실태, 보육정책에 대

한 의견 등을 조사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표본 규모는 전국에서 약 12,000가구를 

조사하며 어린이집조사는 전체 어린이집의 10%를 표본 조사한다. 법으

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조사 시에 보육교사 조사표를 별도

로 작성한다(표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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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주요변수 주요 통계

1. 가구의 
특성

가구규모, 

가구형태, 

동거가구원, 

주택형태, 

주택소유여부, 

가구의 경제적 

특성, 소득수준, 

지출

- 가구원 수

- 가구형태

- 가구원별 동거비율

- 주택유형

- 주택소유특성

-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여부

- 지역별 가구의 소득수준

- 모의 취업여부별 소득수준

-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 지역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수준

- 모의 취업여부별 지출수준

- 가구규모별 지출수준

2. 부모의 
특성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보모의 취업 및 

- 연령

- 결혼상태

- 학력

- 장애 및 질병 여부

- 모의 취업상태

- 부모의 직종 특성

〈표 4-6〉 전국보육실태조사 목적 및 조사규모

조사명 전국보육실태조사(2009년)

조사목적
-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보육시설 운영 

현황 파악

조사대상 -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조사규모 - 200개 조사구 11,980가구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부문)에서 생산되는 주요 통계는 가구 일

반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기관 및 서비스 수, 보육교육 이용 기관 및 

개인 서비스 수, 보육교육 비용, 보육정보 습득 경로, 양육 애로 사항, 미

취업 이유 등의 통계를 생산한다(표 4-7 참조). 

〈표 4-7〉 전국보육실태조사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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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주요변수 주요 통계

근로 특성, 

결혼이민자 부모

- 부모의 종사상지위 및 근무형태

-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 근로부모의 월평균소득

- 이민자 가구 비율

- 결혼이민자가구 자녀양육 애로사항

- 다문화가정 정부에 바라는 점

3. 아동의 
특성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 성별

- 가구주와의 관계

- 출생순위

- 장애 및 질병 유무

4.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요구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자녀의 

양육자

-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 서비스 수

- 연령별/지역별/모취업여부별/소득수준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

- 연령별/지역별/모취업여부별/소득수준별 낮시간 

돌보는 사람

-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5. 자녀양육 
소요 비용

가구단위 비용, 

아동1인당 비용

-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 비용지불 아동 비율

- 비용 지불액 분포

- 연령별 비용 지불액 분포

- 미취학아동의 월 보육‧교육 비용 평균

6. 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취업

모의 자녀양육 

지원, 육아관련 

정보습득 경로, 

취업 부모의 

자녀양육 애로, 

미취업 이유, 

취업중단 이유

- 부모의 자녀돌보기 분담

- 남편과 자녀돌보기 분담 방식

-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비동거친인척/비동거인

- 육아관련 지식 습득경로

- 보육정보센터 제공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 취업모의 자녀양육관련 애로사항

- 연령별 모의 미취업 이유

-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중지 유무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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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국보육실태조사 개선사항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3회 실시되었다. 3회의 조

사는 매회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항목이 수정 보완되었으나 비교

적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보육정책에서 2013년 무상보육과 누리

과정 등 새로운 제도 확산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

가고 있어서 전국보육실태조사 또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의식 파악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전

국보육실태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용실태 파악에 중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무상보육 등 보육환경과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어 단순

히 기관 이용실태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의식 파악이 중요시 

되고 있다. 자녀를 기르는 일반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의식과 행태를 심

층적으로 파악하는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보육, 개별보육, 

양육수당 등 각각의 지원 유형을 선택한 배경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조사 내용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과 출산이 연계 분석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사가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비용 지원과 추가 출산의사를 질문

하는 문항이 있으나 사실 통계로서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혼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과 출산 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적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부 지원과 추가 출산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거나 아동별로 임신, 출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의 정부 지원 등 출산 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요구된다.

셋째, 부부 간 자녀양육 분담 관련 문항 보강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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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사라지

고 아버지 또한 자녀양육의 책임을 많이 맡게 되므로 이에 대한 파악과 

부부의 자녀 양육 행태와 관련된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육아 휴직관련 문항 추가가 필요하다. 최근에 육아휴직이 많

아지면서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자

녀양육 행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어

머니는 물론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과 자녀 양육 행태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취약 또는 소수 층에 대한 자료수집 문항 개발이 필요

하다.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농어촌 거주 영유아, 조손 가족 등에 대

한 심도 있는 보육정책을 위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OECD 통계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방향으로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비교를 하

고자 할 때 본 통계의 개념과 국제기관의 개념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하여 

보육실태에 대한 국제적 위치나 그 차이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일곱째, 지역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보육 사업은 지역 주민 대상의 

사업이고 지방정부가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 통계가 필요하다. 현

재는 각 지역의 수요 파악을 지방정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정부는 많지 않다. 정부 아이사랑보육

포털로 수집되는 보육통계 이외에 조사 통계도 지역 통계 생산이 요구된

다. 중앙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지역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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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주요 통계

가구특성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가구의 장기요양환자 유무

- 가구별 장기요양환자 돌봄 상황

- 외국인 출신자 가구구성원 유무

- 가구규모별 주택형태

-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 월평균 총소득 150만원 미만인 가구의 특성

제3절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지위변화, 가족생활 및 가치

변화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는 조사로 조사 항목 

일부에 출산과 보육 관련 항목이 있다. 조사대상은 19∼64세 여성이며 

전국에서 약 10,000명에 대하여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한다(표 4-8 참

조).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의 출산 보육관련 통계는 자녀 출산계획, 현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 미취학자녀의 월평균 돌봄 비용, 육아휴

직제도 인지 및 신청여부 등이며 출산과 보육 관련 통계는 많지 않다(표 

4-9 참조).

〈표 4-8〉 여성 가족 패널조사

조사명 여성 가족 패널조사(2012년)

조사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지위 변화, 가족생활 및 가치 변화, 가족과

정의 이벤트 변화에 대한 종단면적 자료구축

조사대상 - 19∼64세 여성 

조사규모 - 9,068가구, 여성 9,997명

〈표 4-9〉 여성 가족 패널조사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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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주요 통계

- 가구소득 원천 유형

- 소득원천별 소득분포

- 월평균 총소득 구간별 평균 생활비

- 가구별 저축유무 현황

- 월평균 총소득 대비 저축액 분포

- 월평균 총소득 구간별 평균저축액

- 가구규모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 가구규모별 부채 유무 현황

- 부담되는 가계 지출항목 순위

여성과 가족

- 미혼여성의 현재상태, 결혼계획, 결혼 의향 혹은 계획이 없는 이유

- 남편과의 결혼생활, 부부 동반활동 횟수

- 배우자와의 심각한 의견 갈등 경험

- 남편이 근무후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 부부의 가사노동

-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 남편 자녀돌보기 분담에 대한 만족도

- 취업여부별 가사노동 조력자 존재 여부

- 취업여부별 가사노동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

-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 이혼한 전 남편 사이 미성년 자녀유무, 자녀의 양육권과 현재 함

께 살고 있는 분

- 남편과 이혼후 가장 힘든 점

- 임신 경험

- 자녀출산 계획, 자녀 출산 계획 시기

- 현재 자녀 포함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

-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 미취학 자녀의 월평균 돌봄 비용

- 초중고 자녀와 평소 대화 주제, 자녀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

- 남편과 초중고 자녀와의 대화정도

- 미혼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받는지) 여부와 금액

- 기혼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받는지) 여부와 금액

- 만 6세 이하 손자녀 유무와 돌보고 있는 손자녀

- 본인 부모 생존여부, 동거 여부, 거주지와의 거리

- 본인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돌보는지 여부

- 본인 부모의 건강상태와 돌봄자 존재 여부

- 남편 부모 생존여부/동거여부, 거주지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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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주요 통계

- 남편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돌보는지 여부

- 남편 부모의 건강상태와 돌봄자 존재 여부

- 결혼관, 자녀관

- 가족내 역할 인식

- 부양에 대한 가치관

- 본인 건강상태 평가

-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우울한 경험 및 1주일간 우울

- 취업자 일자리 유형 및 업직종별 분류

여성과 취업

-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 4대보험 및 모성보호제도 수혜실태

-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주당 평균근로시간, 월평균 수입

- 사업체에서의 어려움

- 일자리의 적합도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 소득수준 및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 비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희망일자리, 근로시간

- 구직활동 소요시간 및 어려운 이유

-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 유무

- 직업훈련비용 본인부담액별 응답자의 특성

-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

-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가정생활지장 정도

여성과 일

- 여성 취업에 대한 남편의 견해

-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

- 직장내 성희롱 경험 여부

- 모성보호제도 인지 여부 및 실천경험 

- 배우자 육아휴직제도 및 산전후휴가제도 인지 및 신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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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구동향조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기초한다.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신고 자료를 매월, 연중으로 수집하여 국

가 정책에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수집은 시군구, 읍

면동에서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통계청의 인구동태시스

템에 연동되고 누적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한다. 인구동향조사는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 출산 시 출생아 체중 

등 출산관련 거시 지표를 생산하는 주요 자료이다. 그러나 수집되는 정보

가 출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항목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출생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출산과 관련된 국민의 의

식 및 행태 파악에는 충분하지 않다. 

인구동향조사는 인구동향신고양식(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 출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성,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가 정한 등록거주지, 주소, 국적,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거주

지, 신고인 일반사항이 수집된다. 

출산아에 대한 정보로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다태아여부 및 출생순위, 

부모의 국적, 부모의 실제생년월일, 부모의 최종졸업학교, 부모의 직업, 

부모의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모의 총출산아수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다

(표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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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인구동향조사의 출산관련 항목 및 지표

조사명 인구동향조사

조사목적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

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조사항목

◦ 출생신고서

 - 성별, 출생일시, 출생 장소,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복수국

적자인 경우 국적,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신고인 일

반사항, 제출인 일반사항

 -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부모의 국적, 부모

의 실제생년월일, 부모의 최종졸업학교, 부모의 직업, 부모의 실제

결혼생활시작일, 모의 총출산아수

생산지표

- 합계출산율

- 모의연령별 출산율

- 성별 출생

- 모의연령별 출생

- 출산순위별 출생

- 모의교육정도별/ 

  부의교육정도별 출생

- 동거기간별 출생

- 출산시 체중별 출생

-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 연령

-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 임신기간별 출생

- 출생장소별 출생

-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 쌍태아 출생

- 월별 출생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출산관련 주요 지표는 합계출산율, 모

의 연령별 출산율, 성별 출생, 모의 연령별 출생, 출산순위별 출생, 모/부

의 교육정도별 출생, 동거기간별 출생, 출산시 체중별 출생,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 연령,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임신기간별 출생, 출생장소별 

출생,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쌍태아 출생, 월별 출생 지표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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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출생신고서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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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설계

제2절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조사표설계

제3절 연계 가구조사 설계의 시사점





제1절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설계

인구 및 복지정책에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육의 어려

움을 꼽고 있어 보다 넓은 정책수요 파악에 출산력조사와 보육 관련 

통계조사 간에 연계성이 필요하다. 출산과 보육을 연계한 가구조사

의 장점은 일단 비용 및 조사 자원의 절약이 가능하고, 출산과 보육에 관

한 의식과 행태를 함께 파악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는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조사를 하나의 조사로 통합하는 데는 무리가 따

른다. 조사 응답자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수행 기관, 예산, 보고서 작성자 

등이 서로 다르며 통합으로 인하여 일부 고유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개별조사를 수행하되 표본설계와 주요 조사항목을 

연계 또는 통일하여 각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

설계 연계를 통하여 각 조사가 통일된 개념을 사용하고 표본설계와 조사 

인력 및 시설 등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조사 전체의 효율과 경제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비교, 국내외적으로 표

준정보 생산, 정보연계를 통한 새로운 결과 도출을 목표한다.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 효율화

<<5



120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조사명 2012년도 출산력조사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본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모집단 조사구 - 303,193 조사구 - 303,193 조사구

목표모집단 - 15∼49세 기혼부인 - 0~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조사대상가구 - 15~59세 기혼가구조사 - 전체 가구

층화

- 6개층

- (1) 7대시 (2) 기타시 (3) 군의 

읍면으로 나누고 조사구의 주

택형태 (1)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2) 아파트

조사

- 6개층

- (1) 7대시 (2) 기타시 (3) 군의 읍면

으로 나누고 조사구의 주택형태 (1)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

타 (2) 아파트조사구 

분류변수 - 행정구역 - 행정구역 

1. 2012년도 출산력 및 보육실태조사 표본설계 방법

2004년에 시작한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조사주기가 5년에

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출산력조사와 동일 연도에 실

시된다. 또한 두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하고 표

본규모도 차이가 크지 않다. 2012년의 경우 출산력조사는 360개 조사구 

18,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보육실태조사는 300개 조사구 

19,5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단 표본수 배분에서 출산력조사는 

기혼부인수에 비례하여 층별 시도별로 조사구수를 배분하고 보육실태조

사는 영유아수에 비례하여 조사구수를 배분하였다. 출산력조사는 기혼부

인수, 보육실태조사는 보육아동수 추정을 목표로 가중치를 산출한다(표 

5-1 참조). 

〈표 5-1〉 2012년도 출산력 및 보육실태조사 표본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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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2012년도 출산력조사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본조사구수 - 360개 조사구 - 300 조사구

조사구당 
가구수

- 50가구 - 65가구

추출방법
- 지역별 15-49세 가임여성에 

따른 배분
- 지역별 영유아수에 따른 배분

승수
- 가구승수

- 부인승수 

- 가구승수

- 아동승수

우선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가 포괄하는 대상을 보면 출산력조사 

대상은 15~59세 기혼가구로 주요 조사대상은 15~49세 기혼부인이며 

보육실태조사는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조사구 내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통적인 조사대

상 접근과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상호 포괄하는 범위를 보면 출산력 조

사의 15~59세 기혼가구 중 보육실태조사 가구는 많은 부분이 부분집합

으로 포함될 수 있다. 

2.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표본설계 방법

 

  가. 표본틀 구축 및 표본추출 방법

연계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마스터 표본(master sample)에 의한 표

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다. 출산․보육 연계조사를 위한 마스터 표본을 구축

한 후 부차표본(sub sample)으로 출산력조사와 보육조사를 각각 수행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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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표본은 여러 개별조사 또는 주기성을 갖는 조사를 수행할 때 전

국 표본틀에서 일정 규모의 표본(마스터 표본)을 뽑고, 그  표본(마스터 

표본) 내에서 여러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마스터 표본의 장점은 뽑

은 표본에 대해서만 정보를 잘 관리함으로써 각 조사마다 전국 표본틀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표본관리 및 추출 비용에 경제성을 얻을 수 있고 마

스터 표본 안에서 수행된 다른 조사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표본추출은 [그림 5-1]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한다. 출산력과 보육실태조사 표본틀로 사용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는 조사구에 대한 최소 정보만 수록되어 있다. 조사구의 가구형태(단

독주택, 아파트, 연립, 시설 등)와 조사구의 가구수, 가구원수 등 기본 정

보만 수록되어 있어 표본추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표본규모에 

비례하여 기혼부인과 아동수와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표본 추출이 될 

여지가 있다. 좀 더 효과성 있는 표본 추출이 되기 위하여 표본틀의 정보 

보강이 필요하다. 즉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조사구

별 가임여성수와, 아동수를 집계한 후 이것을 원래의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구에 병합하여 좀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표본틀을 구축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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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마스터표본 구축 방법



124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나. 층화 및 표본추출 방법

구축된 표본틀(모집단)에서부터 표본(마스터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지

역과 가구형태에 의하여 6개 층으로 모집단을 층화한다. 조사구의 지역

특성 및 주거형태에 의하여 전체 모집단 조사구를 6개 층으로 층화한다. 

○ 7대 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동부) 

○ 기타 시(경기도/강원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동부)

○ 읍‧면 지역(그 외 읍면지역)

또한 조사구의 주된 주택특성에 따라 2개의 주된 주거형태로 분류한다. 

○ 일반 조사구(단독 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 아파트 조사구 

6개 층(조사구의 지역특성과 주거형태) 내에서 표본추출은 각 층에서 

가임여성, 아동수, 교육정도, 행정구역을 분류 변수로 하여 약 3,000개 

조사구를 계통추출한다(표 5-2 참조). 

추출된 표본(마스터표본)으로 부터 출산력과 보육조사를 각각 약 350

개씩 총 700개 조사구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며 다음(3년 후) 조사를 위

하여 마스터표본 조사구의 변동 사항을 관리한다. 

출산력조사 표본조사구수는 지역별로 만 15~49세의 출산가능인구수

의 제곱근비례 방식으로 배분하여 읍‧면 지역의 가임여성가구가 과소 표

집되지 않도록 한다. 각 층에서의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가임여성의 수

를 크기 측도로 고려하여 확률비례 계통추출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가구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

서 표본가구를 추가한다. 즉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가구수가 45가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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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표본 조사구는 인접한 조사구에서 5가구를 추가하여 조사대상이 50

가구가 되도록 하며 50가구 이상일 경우는 거처번호 순으로 하여 50가구 

이후 거처에 속하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5-2〉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마스터표본 층화 및 분류지표

구분 내            용

층화

◦ 층화: 6개 층

 - 지역 : (1) 7대시 (2) 기타시 (3) 군의 읍면으로 나누고 

 - 주택형태 : (1)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2) 아파트조사

분류
지표

1차 분류  가임여성수(15∼49세)

2차 분류  아동수(0∼5세)

3차 분류  교육정도(대졸 구성비)

4차 분류  행정구역 및 조사구번호

  다. 층별 표본 배분

단순히 조사구수 또는 가구수에 따라 표본을 배분할 경우 읍면 지역의 

표본규모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

도록 가임여성의 규모에 따라 표본 조사구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각 층별 목표 오차는 1.5~3% 내외로 설정하고, 각 층별 모집

단 규모에 따라 표본가구 및 조사구 규모를 배정하도록 한다. 물론 각 층

별 조사구 배정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으나, 만 15~64세 기혼자가 

있는 가구의 규모로 배정할 경우 만 0~5세 이하 영유아 가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은 15~64세 기혼자가 있는 가구 전체로 고려하여 각 

층별 규모에 따른 목표오차에 따라 표본을 배정하도록 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만 15~59세 기혼여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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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약 1천92만명 정도이며, 이들의 평균 출산아 수는 약 2.4명으

로 추계된다. 만 0~5세 영유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는 20~34세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의 평균 출산아수는 0.8~1.4명 정도로서 가구당 평

균 약 1명 정도의 영유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표 5-3 참조). 

〈표 5-3〉 만 15~59세 기혼여성 인구수

　 전국 동부 읍부 면부

계 10,921,380 9,162,354 930,162 828,864 

15~19세 4,240 3,038 529 673 

20~24세 72,722 52,964 9,810 9,948 

25~29세 557,342 459,377 60,295 37,670 

30~34세 1,321,452 1,115,431 130,975 75,046 

35~39세 1,803,336 1,536,036 165,881 101,419 

40~44세 1,944,029 1,669,763 159,086 115,180 

45~49세 1,969,895 1,673,179 151,597 145,119 

50~54세 1,865,109 1,547,230 140,923 176,956 

55~59세 1,383,255 1,105,336 111,066 166,853 

자료 : 국가통계포탈(KOSIS), 통계청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 합산 표본 조사구 규모는 700개로 6

개 층에 확률비례 배분하고, 표본가구 규모는 조사구당 50가구를 조사할 

경우 약 35,000가구이며, 층별 허용오차는 0.02~0.09%로 설정된다(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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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층별 표본 조사구 및 가구수

층

모집단 표 본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수
표본 

조사구수
조사대상
가구수

허용
오차(%)

1. 7대시 일반  74,823  4,272,936 10,331,260 173  8,650 0.02

2. 기타시 일반  51,224  2,881,060 6,814,024 118  5,900 0.03

3. 읍‧면 일반  43,169  2,309,268 4,963,544 100  5,000 0.03

4. 7대시 아파트  59,820  3,607,375 10,990,789 138  6,900 0.02

5. 기타시 아파트  57,424  3,456,383 10,635,273 132  6,600 0.03

6. 읍‧면 아파트  16,733   930,444 2,875,623  39  1,950 0.09

전 체 303,193 17,457,466 46,610,513 700 35,000 

  라. 추정방법

1) 가중치 계산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를 연계하여 표본설계 하였다 하더라

도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르므로 가중치는 각 특성별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출산력과 

보육실태는 동일한 표본설계를 하였지만 각각 조사하고 추정하는 대상이 

다름으로 출산력과 보육에 대한 가중치는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

다. 목표 모집단이 출산력조사는 만 15~64세 기혼자 가구이고 보육실태

조사는 0~5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

도의 조정이 요구된다.

각 층별로 배분된 조사구 규모에 따라 모집단 층으로부터 추출된 단위

들의 추출확률(: sampling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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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배분 하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가중치( : sampling 

weight)는 다음과 같다.

 







×

한편 추출가중치 이외에 조사과정의 무응답, 모집단의 변동을 고려하

여 출산력조사 가중값( 
  )과 보육실태조사 가중값(

 )은 다음과 같

이 산출된다.


  

 ×
 ×




  

 ×
 ×



  여기서 은 각 조사의 무응답조정 가중값, 는 사후조정 가중값

을 나타낸다. 사후조정 가중값은 출산력조사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인구

주택총조사 기혼부인 연령별 교육수준 정보를 활용하고 보육실태조사는 

조사 연도의 0∼5세 추계인구를 활용할 수 있다.

2) 추정

⧠ 기호정의

  ⋯  : 층을 나타내는 첨자

  ⋯   : 층 내의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 : 층의 번째 집락 내의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

   : 층의 1단계 표본 집락수(표본조사구 수)

 : 층의 번째 표본 집락의 표본 가구수

  
  



  : 표본 집락 총수(표본 조사구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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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표본 가구수


  : 층의 번째 집락 내의 번째 관찰치의 출산력 가중치


  : 층의 번째 집락 내의 번째 관찰치의 보육 가중치

  : 층의 번째 집락 내의 번째 관찰치

  : 층의 조사구 추출률

⧠평균 출산경험

출산력조사의 평균출산경험회수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 분산추정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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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출산 경험회수의 상대표준오차

  





 
× (%)

⧠ 전국 아동 보육수요율 추정치

보육실태조사의 보육수요율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 분산추정량

  
  



 
,

 
 
  

   

  




   
,

  






  









 ,

  
  




 .

○ 평균 출산 경험회수의 상대표준오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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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연계 방향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1. 가구 사항

- 조사대상구분

∙ 출산력조사대상 ○ ✔ ✔

∙ 자녀양육비조사대상 ○ ✔ ✔

∙ 다문화가구대상 ○ ✔ ✔

- 가구 특성 구분

∙ 노인가구 ○ ✔ ✔

∙ 한부모가구 ○ ✔ ✔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 ✔ ✔

∙ 등록장애가구 ○ ✔ ✔

∙ 미혼조사 대상 ○ ✔

제2절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조사표설계

1. 출산‧보육 가구조사 항목 연계 방향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는 조사항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두 조사의 

물리적 통합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가

구사항, 가구원 사항, 경제상태, 혼인상태, 자녀출생, 자녀수, 자녀양육비

용,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조사항목으로 사용하고 측정 방법을 통일시켜 조사된 결과가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구원 사항은 두 조사에서 대부분 조사되고 

있어 동일하고 표준적인 방법의 측정이 필요하며, 출산력조사의 가구 사

항에 있는 다문화가구대상, 한부모가구, 등록장애가구, 취업여부, 정부정

책지원시 추가자녀계획 등의 항목은 보육실태조사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실태조사에 있는 보육대상아동수, 가족유형, 조부모동거여부 

등의 항목은 출산력조사에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표 5-5 참조). 

〈표 5-5〉 출산‧보육 가구조사 항목 연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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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연계 방향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 가구원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성 ○ ○ ✔ ✔

∙ 만나이 ○ ○ ✔ ✔

∙ 실제생년월 ○ ○ ✔ ✔

∙ 교육정도 ○ ○ ✔ ✔

∙ 졸업여부 ○ ○ ✔ ✔

∙ 취업여부 ○ ✔ ✔

∙ 직종 ○ ○ ✔ ✔

∙ 혼인상태 ○ ○ ✔ ✔

∙ 비동거자녀 ○ ✔ ✔

∙ 가구원수 ○ ✔ ✔

∙ 보육대상아동수 ○ ✔ ✔

∙ 가족유형 ○ ✔ ✔

∙ 조부모 동거여부 ○ ✔ ✔

- 가구 사항

∙ 집의 유형 ○ ○ ✔ ✔

∙ 집의 소유 ○ ○ ✔ ✔

∙ 가구지출 ○ ○ ✔ ✔

∙ 재산 ○ ○ ✔ ✔

∙ 부채 ○ ○ ✔ ✔

∙ 경제적 자립 ○ ✔ ✔

∙ 사회적 지위 ○ ✔ ✔

2. 결혼 및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 결혼/이혼/재혼 태도

∙ 결혼 ○ ✔

∙ 이혼 ○ ✔

∙ 재혼 ○ ✔

- 혼인 관련 사항(배우자 포함)

∙ 혼인 사항 ○ ✔

∙ 이혼, 별거, 사별 사항 ○ ✔

- 가족주기

∙ 자녀출생 ○ ✔ ✔

∙ 자녀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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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연계 방향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3.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 가치관 및 남아선호

∙ 자녀가치관 ○ ✔

∙ 남아선호 ○ ✔

- 임신, 출산, 입양

∙ 출생아사항 ○ ✔ ✔

∙ 자녀수 ○ ✔ ✔

∙ 인공유산/자연유산/사산 ○ ✔

∙ 임신경험/임신결과 ○ ✔

∙ 남아출산 노력 ○ ✔

∙ 출산정보매체 ○ ✔

∙ 입양 ○ ✔

∙ 부인의 신장/체중 ○ ✔

∙ 남편 흡연 ○ ✔

∙ 정부정책지원시 추가자녀계획 ○ ✔ ✔

- 가족계획실태

∙ 피임 ○ ✔

- 불임실태 및 치료

∙ 불임(난임) ○ ✔

4.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 산전관리, 분만 ○ ✔

- 산후관리 ○ ✔

- 모유수유 ○ ✔

- 예방접종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

- 모유수유 ○ ✔

- 영유아 검진제도 이용여부 ○ ✔ ✔

5.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가족역할 ○ ✔

- 가족관계 ○ ✔

- 동거 및 비동거 가족지원(부모) ○ ✔

6. 가족생활의 질에 관한 사항

- 가정의 행복 ○ ✔

- 가족생활 변화 ○ ✔

- 가족생활 만족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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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연계 방향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출산력
조사

보육실태
조사

7. 취업에 관한 사항

-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에 관한 사항 ○

- 현 취업에 관한 사항 ○

8. 자녀 양육/결혼에 관한 사항

- 자녀양육 비용 ○ ✔ ✔

-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 ○ ✔

- 자녀양육에 관한 태도 ○ ○ ✔ ✔

- 자녀양육 행동 ○ ✔

- 자녀양육 정서 ○ ✔

- 자녀양육 도움주는 사람 ○ ✔

-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여부 ○ ✔

- 부모 이외 자녀양육 적절한 사람 ○ ✔

- 육아 관련 정보나 상담처 ○ ✔

- 보육정보센터 활동인지 ○ ✔

-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 인지 ○ ✔

- 향후 자녀 계획 ○ ✔

- 보육료 지원시 추가자녀계획 ○ ✔

9. 정책

- 출산정책 ○ ✔ ✔

- 가족정책 ○ ✔ ✔

10. 아동부모

- 최연소아동 ○ ✔

11. 보육.교육 정책 ○ ✔

12. 보육.교육 이용 ○ ✔

13. 다문화가정 ○ ✔

14. 보육.교육 이용과 지원 ○ ✔

15. 미취학아동 ○ ✔

16. 특기‧보습학원/문화센터 이용 ○ ✔

17.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이용 ○ ✔

18.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

주: ○: 현재항목   ✔: 연계 시 필요항목  ✔  : 추가 필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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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항목 표준화

 

다른 조사 또는 조사주기 간 통계결과가 비교되기 위해서는 조사 항목

이 표준적이며 일관성 있게 측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가 유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출산력 조사에서 결혼상태, 교육수

준은 일관성 있게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연도 간에 측정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합 시계열 자료 구축에서 별도의 통합코드 

작성이 필요하였다.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의 주요 항목에 대한 측정

방법과 코드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조사 간의 비교성을 향상시키고 시계

열 자료 구축에 편리성 제공이 필요하다(표 5-6 참조).

1991 1997 2003 2006 2009 통합코드

1. 초혼유배우

2. 초혼사별

3. 초혼이혼

4. 초혼별거

5. 재혼유배우

6. 재혼사별

7. 재혼이혼

8. 재혼별거

9. 무응답/미상

1. 초혼유배우

2. 초혼사별

3. 초혼이혼

4. 초혼별거

5. 재혼유배우

6. 재혼사별

7. 재혼이혼

8. 재혼별거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별거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별거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별거(이혼전제 별거)

5. 미혼

6. 미혼모

8. 비해당

9. 무응답

1. 유배우 (초혼+재혼)

2. 사별 (초혼+재혼)

3. 이혼 (초혼+재혼)

4. 별거 (초혼+재혼) 

5. 미혼

6. 미혼모

7. 기타/불확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표 5-6〉 연도별 출산력 조사 조사항목 변화: 유배우부인 현 결혼상태,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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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2003 2006 2009 통합코드

※교육정도

1. 무학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

6. 대학교 이상

7. 미취학

8. 무응답/미상

08. 무학

11. 초등학교 재학/휴학

12. 초등학교 중퇴

13. 초등학교 졸업

14. 초등학교 졸업/재수중

21. 중학교 중퇴/재학/휴학

22. 중학교 중퇴

23. 중학교 졸업

24. 중학교 졸업/재수중

31. 고등학교 재학/휴학

32. 고등학교 중퇴

33. 고등학교 졸업

34. 고등학교 졸업/재수중

41. 전문대학 재학/휴학

42. 전문대학 중퇴

43. 전문대학 졸업

44. 전무대학 졸업/재수중

51. 대학 이상 재학/휴학

52. 대학 이상 중퇴

53. 대학 이상 졸업

68. 미취학

88. 비해당

99. 무응답

08. 무학

11. 초등학교 졸업

13. 초등학교 중퇴

14. 초등학교 재학

15. 초등학교 휴학

21. 중학교 졸업

23. 중학교 중퇴

24. 중학교 재학

25. 중학교 휴학

31. 고등학교 졸업

33. 고등학교 중퇴

34. 고등학교 재학

41. 전문대학 졸업

43. 전문대학 중퇴

44. 전문대학 재학

45. 전문대학 휴학

51. 대학 이상 졸업

53. 대학 이상 중퇴

54. 대학 이상 재학

55. 대학 이상 휴학

68. 미취학

99. 무응답

※교육정도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2~3년제 대학교

5. 4년제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7. 미취학

9. 무응답

01. 무학

02. 미취학

11. 초등학교 졸업

13. 초등학교 중퇴

14. 초등학교 재학/휴학

21. 중학교 졸업

23. 중학교 중퇴

24. 중학교 재학/휴학

31. 고등학교 졸업

33. 고등학교 중퇴

34. 고등학교 재학/휴학

41. 전문대 졸업

42. 전문대 수료

43. 전문대 중퇴

44. 전문대 재학/휴학

51. 4년제 대학 졸업    

52. 4년제 대학 수료

53. 4년제 대학 중퇴

5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61. 대학원 졸업

62. 대학원 수료

63. 대학원 중퇴

64. 대학원 재학/ 휴학

88. 불확실

97.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졸업여부

1. 재학중

2. 중퇴

3. 졸업

8. 비해당

9. 무응답/미상

※졸업여부

1. 졸업

2. 수료

3. 중퇴

4. 재학

5. 휴학

8. 비해당

9. 무응답

자료: 신창우 등(2011).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 DB 구축.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출산력조사와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가구 일반사항 항목에 대한 측정방

법을 검토하였다.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 항목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

고 있으나 교육수준은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 간에 측정방법이 다르

다(표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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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출생지

11) 서울   12) 부산   13) 대구   

14) 인천   15) 광주   16) 대전

21) 경기   22) 강원   23) 충북   

24) 충남   25) 전북   26) 전남

27) 경북   28) 경남   29) 제주   

31) 북한   32) 외국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출생년월 ___년 ___월 ___년 ___월

만나이 ___세 ___세

가구주와의 
관계

01) 본인   02) 배우자   

03) 장남(외동포함)    05) 차남

07) 삼남   09) 장녀(외동딸 포함)   

11) 차녀   13) 삼녀

01) 본인   02) 배우자   

03) 장남(외동포함)    05) 차남

07) 삼남   09) 장녀(외동딸 포함)  

11) 차녀   13) 삼녀

교육수준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2-3년제대학  5) 4년제대학   

6) 대학원이상   7) 보육관련 사항

1) 미취학   2) 무학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대학(3년제 이하)  

7) 대학교(5년제 이상)    

8) 대학원 이상

1) 졸업   2) 수료   3) 중퇴   

4) 재학   5) 휴학   8) 비해당

1) 졸업   2) 수료   3) 중퇴   

4) 재학   5) 휴학   

8) 비해당(미취학, 휴학)

직업

1) 취업   2) 비취업   

8) 비해당(만14세 이하) 

1) 취업   2) 비취업   

8) 비해당(만14세 이하) 

01) 관리자   

0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3) 사무종사자

04) 서비스종사자   

05) 판매직종사자   

06) 농‧임‧어업숙련종사자

0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8)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9) 단순노무종사자   

10) 기타____   

11) 무급가족종사자

98) 비해당   

99) 무응답

01) 관리자   

0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03) 사무종사자

04) 서비스종사자   

05) 판매직종사자   

0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8)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9) 단순노무종사자   

10) 기타(사병포함)   

11) 무급가족종사자

98) 비해당   

99) 무응답

종교

1) 없음   2) 불교  

3) 기독교/개신교  4) 천주교   

5) 유교  6) 천도교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불분명

〈표 5-7〉 조사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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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혼전 
최장거주지

1) 시지역(대도시 + 중소도시)   

2) 읍, 면사무소 소재지

3) 읍, 면사무소 소재지 이외 농, 어촌  

4) 기타지역(외국포함)   

9) 무응답/불분명/모름

종사상의 
지위

1) 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3)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4) 무급가족종사자

항목 표준화는 전국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대표성이 있는 조사에서 사

용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출산력 시계

열 DB 구축과정에서 항목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전체 조사된 파일의 

조사항목 코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준용하는 조사항

목 표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주거시설형태 등 19개 전수조사항목과, 경제활동 상

태, 직업, 총 출생아수 등 31개 항목이 조사된다. 따라서 가구조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적용하는 측정 기준을 우선으로 항목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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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계 가구조사 설계의 시사점

국내의 인구환경은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의 감소가 향후 전체인구 감소효과로 전이되어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출산력 감소의 중

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가구 내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자녀 이하로 출산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사

료된다. 그러므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취급하기에는 향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출산력조사와 

보육실태조사는 각각 서로 다른 목적 하에서 통계가 산출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한 정책의 수립 과정 또한 서로 분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출산과 보육을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고려하여, 분절적으로 생산되는 출산통계와 보육통계를 연계하

는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를 제안하였다. 연계 과정에서 단순하게 물리

적 연계가 아닌 두 통계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계산출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매우 왜곡된 통계가 산

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과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

여 통계산출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시계열

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기존의 설계

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시계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단순히 통계학적 측면만이 

아닌 아동학이나 인구학 분야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통계산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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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랜 기간 출산력조사를 수행한 기관으로 12회

에 걸친 출산력 원시자료를 통합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구축된 

자료를 기초로 출산 관련 시계열 지표가 활발하게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 년은 출산 행태와 출산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시

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와 

출산력 저하를 규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력 시계열 DB 자료 공표에 앞서 통합파일의 신

뢰성 향상을 위하여 기혼부인 최종 승수(women's final weight)를 추정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출산력 시계열 DB에는 일부 연도에 부

인승수가 결측되어 있어 통합적인 시계열 분석에 걸림돌이 되었는데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기혼부인 연령분포를 활용하여 사후층화 

방법으로 기존의 출산력 시계열 DB의 부인승수를 조정하였다. 또한 정부

의 저출산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보육 관련 가구조사를 검토하여 출산력

조사와의 연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축된 출산력 시계열 DB의 활발한 활용이 필요하다. 출산력 시

계열 DB를 수요자 요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는 통계청이 운영하는 마이크로데이타서비스시스

템(MDSS)에 탑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는 미국의 

IFSS(Integrated Fertility Survey Series)에서와 같이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

결론 및 정책제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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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출산력 시계열 DB의 활발한 활용으로 출산 관련 연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출산력 및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갈수

록 조사환경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조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며 

조사 품질은 조사원의 경험과 자세에 의하여 많은 부분 좌우된다. 출산력 

조사의 경우 대부분 조사 설계 기관에서 직접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활용

하는 반면에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 위탁조사인 경우는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지침을 제시

하여 조사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표본설계, 조사지역 요도

관리, 승수의 산출 등 조사과정에 대한 문서화는 통계조사의 일관성을 유

지시키고 개인적인 판단과 직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셋째, 출산과 보육이 연계된 통계생산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의 출

산과 보육에 대한 개별적인 통계조사 활동은 정책적 활용성을 향상시키

기 어렵다. 고출산 시대에서 시작된 출산력 조사만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대안과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는데 미흡하다. 전국

보육실태조사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보육 수요를 파악하는 것

에서 좀 더 발전된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하다. 두 조사를 하나의 조사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마스터표본을 활용한 표본설계, 공통 조사

항목 확대, 항목표준화 유도, 나아가 조사원 또는 자료처리 연계를 통하

여 통계 결과의 연계와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원시자료 공표가 필요하다. 출산력조사의 

경우 그동안 조사 연도별로 원시자료를 제공하여 외부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원시자료가 외부에 제공

되지 않고 있다. 자료 공표를 통한 출산력과의 다양한 연구와 출산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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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연계된 정책 대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산‧보육 통계지표의 생산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출산 관

련 거시지표는 인구동향조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동향조사는 

수집되는 항목이 단순하고 항목 수가 많지 않아서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지표 생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출산력 시계열 DB를 활용하여 거시지표

를 설명할 수 있는 세부 지표가 생산되어야 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경

우 조사 연혁은 길지 않으나 출산력과 연계된 지표를 생산하면 보다 활용

성 높은 통계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TFR), 연령별출산율

(ASFR)과 연계된 세부 지표는 활용성이 매우 높다. 

오랜 역사를 지닌 출산력조사와 역사가 길지 않은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 목적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두 조사의 물리적 통합은 어렵다. 그러

나 표본 및 조사표 설계에서 두 조사 간의 정보 연계, 나아가서 공통적인 

표본설계와 승수산출 작업을 수행하고 조사표의 경우 가구 일반사항, 출

산과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등 통일되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

하여 출산과 보육 통계의 연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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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4 w1 조사년도 1974

:

2009

○ ○ ○ ○ ○ ○ ○ ○ ○  ○ ○ ○

3 w2 조사구번호 조사표 표지에서 이기: 

기존 부호화 지침서 참조

○ ○ ○ ○ ○ ○ ○ ○ ○  ○ ○

1 w3 총 조사대상 

부인수

0

:

3

　 ○ ○ ○ 　 　

2 w4 부인_부인의 

가구원 번호

1

:

88 이혼·별거·사별중(2009)

90 (1976)

98 비해당

○ ○ ○ ○ ○ ○ ○ ○ ○

<응답부인의 일반특성>

2 w5 부인_출생지 11 서울  12 부산 

13 대구  14 인천  

15 광주  16 대전

21 경기  22 강원  

23 충북  24 충남  

25 전북  26 전남

27 경북  28 경남  

29 제주  31 북한 

32 외국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4 w6 부인_출생 

연도

1923

:

1989

9999 무응답

○ ○ ○ ○ ○ ○ ○ ○ ○ ○ ○ ○

2 w7 부인_출생월 1

:

12

99 무응답

○ ○ ○ ○ ○ ○ ○ ○ ○ ○ ○

출산력조사 통합파일 연도별 조사항목

〈부표-1〉 출산력조사 통합파일 연도별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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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w8 부인_만나이 16

:

65

88 불확실

99 무응답

○ ○ ○ ○ ○ ○ ○ ○ ○ ○ ○ ○

2 w9 부인_교육 

수준

01 무학

02 미취학

11 초등학교 졸업

13 초등학교 중퇴

14 초등학교 재학/휴학

21 중학교 졸업

23 중학교 중퇴

24 중학교 재학/휴학

31 고등학교 졸업

33 고등학교 중퇴

34 고등학교 재학/휴학

41 전문대 졸업

42 전문대 수료

43 전문대 중퇴

44 전문대 재학/휴학

51 4년제 대학 졸업 

52 4년제 대학 수료

53 4년제 대학 중퇴

5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61 대학원 졸업

62 대학원 수료

63 대학원 중퇴

64 대학원 재학/휴학

88 불확실

97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3 w10 부인_직업 01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2 전문기술직 및 

관련종사자

03 사무종사자

04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05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립 

종사자

07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

08 가사, 무급가족종사자, 

학생, 군인 및 기타, 

분류불능

19 무직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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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11 남편_남편의 

가구원 번호

1

:

25

77 부인이 있지만 비동거 

(2009)

88 이혼·별거·사별(2009)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2 w12 남편_출생지 11 서울  12 부산  

13 대구  14 인천  

15 광주  16 대전

21 경기  22 강원  

23 충북  24 충남  

25 전북  26 전남

27 경북  28 경남

29 제주  31 북한  

32 외국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4 w13 남편_출생년 1901

:

1986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 ○ ○

2 w14 남편_출생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2 w15 남편_만나이 18

:

81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2 w16 남편_교육 

수준

01 무학

02 미취학

11 초등학교 졸업

13 초등학교 중퇴

14 초등학교 재학/휴학

21 중학교 졸업

23 중학교 중퇴

24 중학교 재학/휴학

31 고등학교 졸업

33 고등학교 중퇴

34 고등학교 재학/휴학

41 전문대 졸업

42 전문대 수료

43 전문대 중퇴

○ ○ ○ ○ ○ ○ ○ ○ ○ ○ ○



154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44 전문대 재학/휴학

51 4년제 대학 졸업 

52 4년제 대학 수료

53 4년제 대학 중퇴

5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61 대학원 졸업

62 대학원 수료

63 대학원 중퇴

64 대학원 재학/ 휴학

88 불확실

97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3 w17 남편_직업 01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2 전문기술직 및 

관련종사자

03 사무종사자

04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05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립 

종사자

07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

08 가사, 무급가족종사자, 

학생, 군인 및 기타, 

분류불능

19 무직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 ○

<부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2 w18 부인의 

결혼당시 

연령 

(만나이)

11

:

59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4 w19 부인_결혼 

연도(양력)

1939

:

2006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 ○ ○

2 w20 부인_결혼월 1

:

12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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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w21 부인_현 

결혼상태

1 유배우 (초혼+재혼)

2 사별 (초혼+재혼)

3 이혼 (초혼+재혼)

4 별거 (초혼+재혼) 

5 미혼

6 미혼모

7 기타/불확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2 w22 부인_초혼 

연령

11

:

59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 ○

1 w23 부인_현재 

결혼의 

초혼여부

1 초혼

2 재혼 이상

8 비해당

9 모름/무응답

○ ○ ○ ○ ○ ○ ○ ○ ○ ○ ○ ○

4 w24 부인_초혼 

연도

1937

:

2000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 ○ ○ ○ ○ ○

2 w25 부인_초혼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1 w26 부인_결혼 

횟수

1 초혼

2 재혼 

3 삼혼

4 사혼 이상

5 모름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2 w27 부인_해혼시 

부인연령

17

:

64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1 w28 부인_종교 1 없음

2 불교

3 기독교/개신교

4 천주교

5 유교

6 천도교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불분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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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29 부인_혼전 

최장 거주지

1 시지역(대도시 + 중소도시)

2 읍‧면사무소 소재지

3 읍‧면사무소 소재지 이외 

농‧어촌

4 기타지역(외국포함)

9 무응답/불분명/모름

○ ○ ○ ○ ○ ○ 　

3 w30 부인_총 

결혼기간

001 1개월(미만포함)

002 2개월

:

600 600개월

998 비해당

999 무응답/불분명

○ ○ ○ ○ ○ ○ ○ ○ ○ ○ ○　

2 w31 남편의 

결혼당시 

연령 

(만나이)

11

:

74

88 불확실

99 무응답

○ ○ ○ ○ ○

2 w32 남편_초혼당

시연령

13

:

63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4 w33 남편_초혼 

연도

1933

:

2002

○ ○ ○ ○

2 w34 남편_초혼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 ○

1 w35 남편_현재 

결혼의 

초혼여부

1 초혼

2 재혼 이상

8 비해당

9 모름/무응답

○ ○ ○ ○ ○　

2 w36 남편_해혼시 

남편연령

21

:

81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1 w37 남편_종교 1 없음

2 불교

3 기독교/개신교

4 천주교

5 유교

6 천도교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불분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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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w38 남편_혼전 

최장 거주지

1 시지역(대도시 + 중소도시)

2 읍, 면사무소 소재지

3 읍, 면사무소 소재지 

이외 농, 어촌

4 기타지역

5 모름

9 무응답/불분명

　 ○ ○ 　 　

4 w39 사별, 이혼, 

별거_당시 

연도

1942

:

2006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 ○

2 w40 사별, 이혼, 

별거_당시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2 w41 사별, 이혼, 

별거_당시 

부인 만연령

17

:

49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42 사별, 이혼, 

별거_당시 

자녀 수

0

:

8 비해당

9 무응답/미상

　 ○ 　 　

2 w43 사별, 이혼, 

별거 이유

01 외도

02 학대 또는 폭력

03 성격차이

04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05 가족간 불화

06 경제적 문제

07 건강상 이유

08 기타

09 아기를 낳지 못하여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1 w44 학대 또는 

폭력 대상자

1 남편

2 부인

3 시댁식구

4 친정식구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45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자

1 남편

2 부인

8 비해당

9 무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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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46 가족간 

불화대상자

1 시댁식구

2 친정식구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47 이혼/별거를 

제의한 사람

1 남편

2 부인

3 시부모 또는 기타 

시댁식구

4 친정 부모 또는 기타 

친정식구

5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w48 당시 

만18세미만 

자녀유무

1 있다

2 없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w49 당시 

만18세미만 

자녀 수

0 없음

1 1명

2 2명

:

8 비해당

9 무응답

○ ○ ○ ○

2 w50 이혼, 

별거_당시 

막내연령

0

:

19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51 이혼, 

별거_현재 

18세 미만 

자녀 수

0

:

9

○ ○ ○ ○

1

1

w52

w53

첫째자녀 ~ 

둘째 

자녀와의 

동거자

0 없음

1 자녀의 부 (남편)

2 자녀의 모 (부인)

3 조부모(친가/외가)

4 기타 친척

5 혼자 살고 있음

6 사회복지시설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54 셋째 

자녀와의 

동거자

0 없음

1 자녀의 부 (남편)

2 자녀의 모 (부인)

3 조부모(친가/외가)

4 기타 친척

5 혼자 살고 있음

6 사회복지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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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가구사항> 　 　 　 　 　 　 　 　

1 w55 주택유형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 주택

5 기타

9 무응답/모름

○ ○ ○ ○ ○ ○ ○ ○

2 w56 주택소유 

형태

1 자가

2 전세

3 전‧월세 (보증부 월세)

4 월세

5 세 없이 빌린집

6 시댁, 친정, 친척집

7 사택, 관사

8 기타

9 무응답/모름

○ ○ ○ ○ ○ ○ ○ ○ ○ ○

1 w57 주택의 

소유자

1 남편

2 부인

3 남편과 부인의 공동명의

4 직계존속(+공동명의)

5 직계비속(+공동명의)

6 (미혼자) 가구주 본인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3 w58 주택의 평수 000 해당무

001 1평

:

850 850평 이상

999 모름/무응답

○ ○ 　 　

1 w59 가족소유의 

주택 유무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1 w60 자가용 

소유여부

1 있다

2 없다

9 무응답

○ ○ ○ 　 　

1 w61 부채의 원인 1 생계비

2 주거비/주택마련

3 교육비

4 사업자금

5 의료비

6 관혼상제비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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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62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00 어려움 없음

01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02 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03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04 식료품비(주식‧부식비)

05 각종 공과금 (소득세, 

보험료, 각종세  금)

06 의료비

07 주거비(주택유지비, 집

세 및 주택융자금 상환)

08 경조사비(축의금, 조의

금 등)

09 자동차 유지비 등 교통비

10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11 기타

99 무응답

○ ○ 　

1 w63 경제적 자립 

정도

1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2 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자립하고 있다

5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6 모르겠다

9 무응답

○ ○ ○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1 w64 출생에 관한 

사항_ 조사 

2년전 1월 

이후 

출생아수

0 없다

1 1명

2 2명

3 3명

:

7 7명 이상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 ○ ○ ○ ○

4

4

4

w65

w82

w99

첫 번째 

출생아_ 

출생연도

두 번째 

출생아_ 

출생연도

세 번째 

출생아_ 

출생연도

1902

:

2006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 ○ ○ ○ ○ ○

2

2

2

w66

w83

w100

첫 번째 

출생아_ 

출생월

두 번째 

출생아_ 

출생월

세 번째 

출생아_ 

출생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부록 161

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2

2

w67

w84

w101

첫 번째 

출생아_ 

출생일

두 번째 

출생아_ 

출생일

세 번째 

출생아_ 

출생일

1

:

31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2

2

2

w68

w85

w102

첫 번째 

출생아_출생

당시 모의 

연령

두 번째 

출생아_출생

당시 모의 

연령

세 번째 

출생아_출생

당시 모의 

연령

1

:

50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

1

1

1

w69

w86

w103

첫번째 

출생아 ~ 

세번째 

출생아_ 

생사여부

1 생존

2 사망

3 모름/불확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

1

1

1

w70

w87

w104

첫 번째 

출생아_성별

두 번째 

출생아_성별

세 번째 

출생아_성별

1 남성

2 여성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 ○

4

4

4

w71

w88

w105

첫 번째 

출생아_ 

사망연도

두 번째 

출생아_ 

사망연도

세 번째 

출생아_ 

사망연도

1901

:

2005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 ○ ○ ○ ○ ○ ○ ○ ○

2

2

2

w72

w89

w106

첫 번째 

출생아_ 

사망월

두 번째 

출생아_ 

사망월

세 번째 

출생아_ 

사망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 ○ ○ ○ ○ ○ ○ ○



162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1

1

w73

w90

w107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아이의 현 

동거  여부

1 같이 산다

2 같이 안 산다

3 사망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1

1

w74

w91

w108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아이의 

비동거 이유

1 아기사망

2 아기를 친정, 시댁, 남의 

집에 맡겨놓음

3 아기를 양자로 보냄

4 아기 어머니의 이혼, 

재혼 등으로 비동거

5 분가를 하여서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1

1

1

w75

w92

w109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어머니 

현동거여부 

1 같이 산다

2 같이 안 산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1

1

1

w76

w93

w110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어머니 

비동거 이유

1 아기의 어머니 사망

2 아기 어머니가 이혼, 

별거, 재혼 등으로 타 

지역에 거주

3 아기만 맡겨놓고 

어머니가 타지역에 거주

4 전처의 자식

5 분가를 하여서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2

2

2

w77

w94

w111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출생아의 

월령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02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

36 36개월

:

97 미상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1

1

1

w78

w95

w112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어머니 

조사에서 

기록 여부

1 기록

2 비기록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1

1

1

w79

w96

w113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아이 

출생신고 

여부

1 하였음

2 아직 하지 않았음

3 (출생신고 여부) 모름

8 비해당

9 무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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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2

2

w80

w97

w114

첫 번째 

출생아 ~ 

세 번째 

출생아_ 아이 

출생신고 

기간

00 1개월 이내

01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

07 7개월 이상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1

1

w81

w98

w115

첫번째 

출생아 ~ 

세번째 

출생아_ 

아기의 출생지

1 국내

2 국외

9 무응답

○ ○ ○

<임신에 관한 사항>

1 w116 임신. 출산. 
피임에 관한 

사항_ 

조사 2년전 

1월이후 

임신횟수

0 없음

:

7 7회 이상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1 w117 조사 2년전 

1월이후 

정상출생수

0 없음

1 1회

:

7 7회 이상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4

4

4

4

4

4

w118

w129

w140

w151

w162

w173

첫 번째 임신_ 

임신연도

두 번째 임신_ 

임신연도

세 번째 임신_ 

임신연도

네 번째 임신_ 

임신연도

다섯 번째 

임신_ 

임신연도

여섯 번째 

임신_ 

임신연도

1991

:

2003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2

2

2

2

2

2

w119

w130

w141

w152

w163

w174

첫 번째 임신_ 

임신월

두 번째 임신_ 

임신월

세 번째 임신_ 

임신월

네 번째 임신_ 

임신월

다섯 번째 

임신_임신월

여섯 번째 

임신_임신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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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1

1

1

1

1

w120

w131

w142

w153

w164

w175

첫번째 임신 

~ 여섯번째 

임신_ 임신의 

원‧불원여부

1 원했던 임신

2 불원임신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1

1

1

1

1

1

w121

w132

w143

w154

w165

w176

첫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아들 수

두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아들 수

세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아들 수

네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아들 수

다섯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아들 수

여섯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아들 수

0

:

9

○ ○ ○ ○ ○

1

1

1

1

1

1

w122

w133

w144

w155

w166

w177

첫 번째 

임신_임신 

당시 딸 수

두 번째 

임신_임신 

당시 딸 수

세 번째 

임신_임신 

당시 딸 수

네 번째 

임신_임신 

당시 딸 수

다섯 번째 

임신_임신 

당시 딸 수

여섯 번째 

임신_임신 

당시 딸 수

0

:

9

○ ○ ○ ○ ○

1

1

1

1

1

1

w123

w134

w145

w156

w167

w178

첫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자녀 수

두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자녀 수

세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자녀 수

0

:

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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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네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자녀 수

다섯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자녀 

여섯 번째 

임신_임신 

당시 자녀 수

1

1

1

1

1

1

w124

w135

w146

w157

w168

w179

첫번째 임신 

~ 여섯번째 

임신_ 

임신결과

1 출생(쌍생아 출생포함)

2 사산

3 자연유산

4 인공유산

5 임신중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4

4

4

4

4

4

w125

w136

w147

w158

w169

w180

첫 번째 

임신_임신종

결년도

두 번째 

임신_임신 

종결연도

세 번째 

임신_임신 

종결연도

네 번째 

임신_임신 

종결연도

다섯 번째 

임신_임신 

종결연도

여섯 번째 

임신_임신 

종결연도

0 임신중(1994년)

1940

:

2004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 　 ○

2

2

2

2

2

2

w126

w137

w148

w159

w170

w181

첫 번째 

임신_ 

임신종결월

두 번째 

임신_ 

임신종결월

세 번째 

임신_ 

임신종결월

네 번째 

임신_ 

임신종결월

다섯 번째 

임신_ 

임신종결월

여섯 번째 

임신_ 

임신종결월

0 임신중(1994년)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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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1

1

1

1

1

w127

w138

w149

w160

w171

w182

첫번째 임신 

~ 여섯번째 

임신_  

가구원  

기록사항 

여부

1 예(기록)

2 아니오(비기록)

3 비출생

4 임신중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2

2

2

2

2

2

w128

w139

w150

w161

w172

w183

첫번째 임신 

~ 여섯번째 

임신_ 임신 

당시 피임 

사용여부 및 

방법

00 피임비사용

01 난관수술

02 정관수술

03 자궁내 

04 먹는 피임약장치

05 콘돔
06 살(질)정제

07 페미돔
08 월경주기법
12 난관수술 +  정관수술

45 먹는 피임약 + 콘돔
46 먹는 피임약 + 살(질)정제 

47 먹는 피임약 + 페미돔
48 먹는 피임약 + 월경주

기법
49 먹는 피임약 + 기타

56 콘돔 + 살(질)정제

57 콘돔 + 페미돔
58 콘돔 + 월경주기법
59 콘돔 + 기타

67 살정제 + 페미돔 

68 살정제 + 월경주기법 

69 살정제 + 기타 

78 페미돔 + 월경주기법 

79 페미돔 + 기타

89 월경주기법 + 기타

91 질외사정법
92 호르몬주사요법
97 기타(팔주사피임법, 

질외세척법 포함)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4 w184 마지막 임신_ 

임신 

종결연도

0 임신중(1994년)

1940

:

2004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2 w185 마지막 번째 

임신_ 

임신종결월

0 임신중(1994년)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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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w186 마지막 

임신결과

1 출생

2 사산

3 자연 유산

4 인공 유산

5 임신 중

6 불확실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피임에 관한 사항(가족계획실태)>

2 w187 피임실천 

경험

1 없다

2 있다  

7 불확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1 w188 현 피임 목적 1 터울조절

2 단산

3 건강상 이유

4 취업상 이유

5 경제적 이유

6 단산여부는 미결정이나 

현 피임실천 중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 ○ ○ ○

1 w189 추가자녀 

희망 여부

1 낳겠다

2 낳지 않겠다

3 생각 중이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4 기타

6 (1974년 정보 불확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 ○

1 w190 추가예정 

자녀 수

0 원치 않음

1 1명

:

6 6명

7 7명 이상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불확실

○ ○ ○ ○ ○ ○ ○ ○ ○ ○ ○

1 w191 추가자녀의 

성별 구별 

여부

1 구별없이

2 구별해서

3 아들, 딸 어느쪽도 낳지 

않는다

5 기타

7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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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1

w192

w193

추가자녀의 

아들 수

추가자녀의 

딸 수

0 0명

1 1명

:

7 7명 이상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 ○ ○ ○ ○

1 w194 정부 

정책지원시 

자녀계획

1 낳겠다

2 낳지 않겠다

3 생각 중이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

1 w195 정부 

정책지원시 

희망자녀 수

0 0명

1 1명

:

6 6명 이상

7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잘 모름

○ ○

1 w196 입양 고려 

여부

1 전혀 고려한 적 없음

2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음

3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

4 입양하였음

9 무응답

○ ○

1 w197 가족계획 

실태조사 

대상 여부

1 대상 (15~49세 유배우)

2 비대상(15~49세 사별, 

이혼부인)

○ ○ ○ ○ ○ ○ 　

1 w198 현 피임실천 

여부

1 한다

2 안한다

7 (1974년 정보 불확실)

8 비해당

9 무응답/불확실

○ ○ ○ ○ ○ ○ ○ ○ ○ ○ ○　 ○

2 w199 현 사용 피임 

방법

01 난관수술

02 정관수술

03 자궁내 장치

04 먹는 피임약

05 콘돔

06 살(질)정제

07 월경주기법

○ ○ ○ ○ ○ ○ ○ ○ ○ ○ ○ 　

08 질외사정법

09 페미돔

12 난관수술 + 정관수술

23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25 정관수술+ 콘돔

31 다이야후렘 또는 펫사리

32 템폰 또는 스폰지

33 발포성정제

34 제리 또는 크림

35 세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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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45 먹는 피임약 +콘돔
46 먹는 피임약 + 살(질)정제 

47 먹는 피임약 + 페미돔
48 먹는 피임약 + 

월경주기법
49 먹는 피임약 + 기타

52 기초체온법
55 콘돔 +페미돔
56 콘돔 + 살정제

57 콘돔 + 월경주기법
58 콘돔 + 질외사정법
59 콘돔 +기초체온법
65 살정제 + 페미돔
66 살정제 + 기타

67 살정제 + 월경주기법
68 살정제 + 질외사정법
69 살정제 + 기초체온법 

70 금욕법
76 페미돔 +월경주기법
77 페미돔 + 기타

78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법
79 월경주기법 + 기타

81 주사법
83 약초 또는 한약

89 질외사정법 ＋ 

기초체온법
92 콘돔 + 살정제 + 주기법
93 콘돔 + 질외사정법 + 

주기법
94 주기법 + 기타

95 먹는 피임약 + 콘돔 + 

살정제

96 살정제 +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법
97 기타(질외세척법, 

호르몬주사) 및 인공유산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불확실

4 w200 현 피임방법 

시작년도

1966

:

2000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2 w201 현 피임방법 

시작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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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w202 현 피임방법 

채택이유

01 부작용이 없으므로

02 영구적으로 피임이 

되므로

03 피임효과가 좋으므로

04 부부(성)생활과 기능에 

지장이 없으므로

05 타인(가족계획요원, 

의사, 이웃 등)이 적극 

권유해서

06 사용과 구입이 편리해서

07 남편이 의논없이 

하(였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08 값이 싸기 때문에

09 적당한 피임방법이 

없어서

10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1 w203 현 피임방법 

만족도

1 만족하다

2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다

3 불만족하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2 w204 불만족 이유 01 부작용 때문에

02 임신이 될까봐 

염려되어서

03 사용 또는 구입상 불편,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피임시술 및 구입의 

어려움

04 남편(내가) 싫어(해)서

05 아기 (아들/딸)를 더 

갖고 싶으나  임신이 

불가능하므로/복원이 

어려우므로/불임수술의 

경우 복원 희망

06 부부생활에 따른 

성적불만족   

때문에/성생활의 불편

07 심리적 변화(허무하다, 

성격이 변했다, 

신경과민 등)

08 신체적 변화(체중 증감,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추위를 탄다, 냉대하가 

많다)

09 비용이 비싸서

10 불만족 없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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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1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1 w205 피임실패 

경험유무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2 w206 피임실패임

신경험횟수

01 1회

:

20 20회

97 잘 기억나지 않는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2 w207 현 

피임사용직

전에 사용한 

피임방법

01 난관수술

02 정관수술

03 자궁내 장치

04 먹는 피임약

05 콘돔
06 살(질)정제

07 월경주기법
08 질외사정법
09 기초체온법
12 난관수술 + 정관수술

23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45 먹는 피임약 +콘돔
56 콘돔 + 살정제

57 콘돔 + 월경주기법
58 콘돔 + 질외사정법
59 콘돔 + 기초체온법
65 살정제 + 기타

67 살정제 + 월경주기법
68 살정제 + 질외사정법
69 살정제 + 기초체온법
78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법
89 질외사정법＋　

기초체온법
91 기타방법(질외사정 및 

호르몬주사  포함)

92 콘돔 + 살정제 + 

주기법
93 콘돔 + 질외사정법 + 

주기법
94 주기법 + 기타

95 먹는 피임약 + 콘돔 + 

살정제

96 살정제 +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법
97 없음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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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4 w208 피임중단 

연도

1962

:

1994

8888 불확실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2 w209 피임중단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1 w210 과거 피임중 

임신실패 

경험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2 w211 과거 

실패임신 

경험횟수

01 1회

:

15 5회

97 잘 기억나지 않는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1 w212 피임도구 

구득처 

(콘돔/살정제

/먹는 

피임약)

1 약국에서

2 보건소 (지소)/ 

가족계획요원

3 병,의원/종합병원

4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에 가서/군간사)

5 미장원, 이발소, 슈퍼, 

새마을 부녀회장 / 동 반 

이장집 동사무소, 어머니회

6 일정치 않다

7 기타(이동시술반,포함)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4 w213 정/난관 수술 

및 자궁내 

장치_ 

시술연도

1911

:

2000

8888 불확실

9997 잘모름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

○ ○ ○ ○ ○ 　

2 w214 정/난관 수술 

및 자궁내 

장치_시술월

1

:

12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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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w215 정/난관 수술 

및 자궁내 

장치 

시술장소

01 종합병원

02 일반 병. 의원 

03 보건(지)소/ 

모자보건센터

04 조산소

05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06 보건소차/ 병원차 속에서

07 군의료원

08 보건진료소

09 예비군 훈련장 

10 동사무소

11 일반가정집

12 남편이 수술받아 잘 

모르겠다.

13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1 w216 정/난관 수술 

및 자궁내 

장치  시술비 

부담상태

1 전액 정부부담

2 정부부담 + 일부자비부담

3 의료보험 + 

일부자비부담

4 전액자비부담

5 기타

6 잘 모르겠다(다른 

수술/치료 또는 분만과 

병행해서 잘 모르겠음도 

포함)

7 남편이 수술받아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2 w217 출산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는 

이유

01 소득이 적어서

02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03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04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05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 ○

06 사회활동 지장

07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08 가정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09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수발 때문에

10 터울조절

11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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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w218 현 

사용피임방

법의 향후 

사용의향

1 계속 사용하겠다

2 생각해보지 않았다/ 

모르겠다

3 바꾸겠다 / 바꾸고 싶다

4 복원수술을 하여 출산을 

원함

8 비해당(정관 및 

난관수술 수용자 포함)

9 무응답

○ ○ ○ ○ ○ ○ ○ ○ ○ ○

2 w219 바꾸려는 

피임방법

01 난관수술

02 정관수술

03 자궁내 장치

04 먹는 피임약

05 콘돔

06 살(질)정제

07 월경주기법

08 질외사정법

09 페미돔

10 미결정/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1 난관 또는 루우프/ 난관 

또는 자궁내장치

12 난관수술 + 정관수술

23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25 정관수술+ 콘돔

31 다이야후렘 또는 

펫사리

32 템폰 또는 스폰지

33 발포성정제

34 제리 또는 크림

35 세척법

45 먹는 피임약 + 콘돔

46 먹는 피임약 + 

살(질)정제 

47 먹는 피임약 + 페미돔

48 먹는 피임약 + 

월경주기법

49 먹는 피임약 + 기타

52 기초체온법

55 콘돔 +페미돔

56 콘돔 + 살정제 

○ ○ ○ ○ ○ ○ ○ ○ ○　

57 콘돔 + 월경주기법

58 콘돔 + 질외사정법

59 콘돔 +기초체온법

65 살정제 + 페미돔

66 살정제 + 기타

67 살정제 + 월경주기법

68 살정제 + 질외사정법

69 살정제 + 기초체온법

70 금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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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76 페미돔 +월경주기법

77 페미돔 + 기타

78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법

79 월경주기법 +기타

81 주사법

83 약초 또는 한약

89 질외사정법＋　

기초체온법

92 콘돔 + 살정제 + 

주기법

93 콘돔 +질외사정법 + 

주기법

94 주기법 + 기타

95 먹는 피임약 + 콘돔 + 

살정제

96 살정제 +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97 기타(질외세척법, 

호르몬주사) 및 

인공유산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2 w220 피임중단시 

최종피임 

방법

01 난관수술

02 정관수술

03 자궁내 장치

04 먹는 피임약

05 콘돔

06 살(질)정제

07 월경주기법

08 질외사정법

09 페미돔

12 난관수술 + 정관수술

23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25 정관수술+ 콘돔

35 세척법

45 먹는 피임약 +콘돔

46 먹는 피임약 + 살(질)정제 

47 먹는 피임약 + 페미돔

48 먹는 피임약 + 

월경주기법

　 ○ ○ ○ ○ ○ ○ ○ ○ ○　

49 먹는 피임약 + 기타

52 기초체온법

55 콘돔 + 페미돔

56 콘돔 + 살정제

57 콘돔 + 월경주기법

58 콘돔 + 질외사정법

59 콘돔 +기초체온법

65 살정제 + 페미돔

66 살정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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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살정제 + 월경주기법

68 살정제 + 질외사정법

69 살정제 + 기초체온법 

70 금욕법

76 페미돔 +월경주기법

77 페미돔 + 기타

78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법

79 월경주기법 +기타

81 주사법

89 질외사정법＋　

기초체온법

92 콘돔 + 살정제 + 

주기법

93 콘돔 + 질외사정법 + 

주기법

94 주기법 + 기타

95 먹는 피임약 + 콘돔 + 

살정제

96 살정제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97 기타질외세척법, 

호르몬주사) 및 

인공유산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2 w221 피임중단 

이유

10 임신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11 완전불임 또는 준불임

20 피임 중 임신이 되어서/ 

실패임신

25 남편이나 응답자가 

불임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27 응답자나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28 사별, 이혼 또는 별거

30 자연배출 되어서 

(자궁내 장치에  한함)

34 남편이 그 방법을 

싫어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0 서비스의 문제 (사용상, 

구입상 불편해서 또는 

돈이 많이 들어서)

51 영구적으로 임신할 수 

없어서(폐경)

52 영구적으로 임신할 수 

없어서(양측 나팔관 

제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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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구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궁적출) 

54 영구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져서(기타)

55 오래하고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60 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져서(해외 

출장, 산후무월경, 

남편과  떨어져 있어 등)

61 피임을 안해도 임신이 

안될 것 같아서 

(생리적인 상태 때문에)

70 부작용 또는 불쾌감, 

부작용의 두려움 때문에

71 응답자나 남편,친척이 

도덕적, 종교적 또는 

가족주의적 이유로  

가족계획에 반대한다

88 불확실

91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2 w222 피임 무경험 

이유

01 자연 불임(마지막 임신 

종료 후 또는 결혼 후) 

/완전 불임/ 준불임

02 자녀를 원해서

03 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04 일시적 불필요

05 피임의 부작용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 ○ ○ ○ ○ ○ ○ ○ ○ ○ ○

06 피임 영구적 불필요 

(폐경, 자궁적출, 양측 

나팔관 모두 제거, 기타)

07 일시적 불필요

08 남편 성기능 약화 또는 

남편의 건강 때문에

25 응답자나 남편이 불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28 사별, 이혼 또는 별거

34 남편이 그 방법을 

싫어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0 서비스의 문제 (사용상, 

구입상 불편해서 또는 

돈이 많이 들어서)

61 피임을 안해도 임신이 

안될 것 같아서 

(생리적인 상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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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응답자나 남편,친척이 

도덕적, 종교적 또는 

가족주의적 이유로 

가족계획에 반대한다

88 불확실

91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1 w223 최소 1년간 

불임 경험 

유무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w224 향후 피임 

사용의향

1 있다

2 모르겠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3 없다/ 피임할 필요가 없다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 ○ ○ ○ ○

2 w225 향후 사용할 

피임방법

01 난관수술

02 정관수술

03 자궁내 장치

04 먹는 피임약

05 콘돔

06 살(질)정제

07 월경주기법

08 질외사정법

09 페미돔

12 난관수술 + 정관수술

18 난관 또는 루우프

23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45 먹는 피임약 +콘돔

46 먹는 피임약 + 살(질)정제 

47 먹는 피임약 + 페미돔

48 먹는 피임약 + 

월경주기법

49 먹는 피임약 + 기타

52 기초체온법

55 콘돔 +페미돔

○ ○ ○ ○ ○ ○ ○ ○ ○ ○ ○

56 콘돔 + 살정제

57 콘돔 + 월경주기법

58 콘돔 + 질외사정법

59 콘돔 +기타

65 살정제 + 페미돔

66 살정제 + 기타

67 살정제 + 월경주기법

68 살정제 + 질외사정법

69 살정제 + 기초체온법

76 페미돔 +월경주기법

77 페미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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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법

79 월경주기법 +기타

81 주사법

89 질외사정법＋　

기초체온법

91 미결정

92 콘돔 + 살정제 + 주기법

93 콘돔 + 질외사정법 + 

주기법

94 주기법 + 기타

95 먹는 피임약 + 콘돔 + 

살정제

96 살정제 +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97 기타(팔주사피임법, 

호르몬 주사포함 및 

인공유산 포함)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2 w226 (계속)피임 

하지 

않으려는 

이유

11 자궁적출

12 폐경 또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될 것 같아서

13 양측 나팔관 모두 제거

14 산후 무월경 기간

15 자녀를 원함

21 자연불임 - 10년 이상 

임신안됨

22 자연불임 - 5~10년간 

임신안됨

23 자연불임 - 3~5년간 임

신안됨

24 자연불임 - 1~3년간 임

신 안됨 / 자연불임

25 준불임

30 남편 임신 능력 없음 또

는 남편성불 구(성기능 

약화/ 남편이 고령)

31 기타 (별거 포함)

97 모르겠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사항>

2 w227 임신.출산 

관련사항_ 

현존자녀수 

(계)

00 없음

01 1명

:

15 15명

:

88 불확실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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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228 현존자녀중_

남아(아들)수

00 없음

01 1명

:

09 9명

: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2 w229 현존자녀중_

여아(딸)수

00 없음

01 1명

:

09 9명

: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2 w230 총 임신 

횟수(현재 

임신포함)

00 없음

01 1회

:

30 30회

: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르겠다

○ ○ ○ ○ ○ ○ ○ ○ ○ ○ ○ ○

2 w231 정상분만 

회수(쌍생아 

분만은 

1회로 간주) 

_정상출생 

횟수

00 없음

01 1회

:

30 30회

: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르겠다

○ ○ ○ ○ ○ ○ ○ ○ ○ ○

1 w232 쌍생아 

출생횟수

0 없음

1 1회

:

7 7회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w233 삼태아 

출생횟수

0 없음

1 1회

:

7 7회 

8 비해당

9 무응답

○ ○ ○

2 w234 정상출생아 

총수

00 없음

01 1명

:

15 15명

: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르겠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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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235 정상출생아

중 

남아(아들)수

00 없음

01 1명

:

15 15명

:

77 (1974년)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르겠다

○ ○ ○ ○ ○ ○ ○ ○ ○ ○ ○ ○

2 w236 정상출생아

중 

여아(딸)수

00 없음

01 1명

:

15 15명

:

77 (1974년)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2 w237 사망자녀수 00 없음

01 1명

:

15 15명

: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2 w238 사망아들수 00 없음

01 1명

:

15 15명

: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2 w239 사망딸수 00 없음

01 1명

:

15 15명

: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3 w240 임신소모 

경험유무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 ○

2 w240 

-1
임신소모 

경험 횟수

00 임신소모 경험 없음

01 1회

02 2회

: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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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241 인공유산 

횟수

00 없음

:

30 30회

:

98 비해당

99 

기억못함/모르겠음/무응답 

○ ○ ○ ○ ○ ○ ○ ○ ○ ○ ○ ○

2 w242 첫인공 

유산의 

임신순위

01 첫 번째 임신

:

07 일곱 번째 임신

: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2 w243 첫 

인공유산시 

현존자녀 수

00 없음

01 1명

:

07 7명

:

15 15명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1 w244 첫  

인공유산시 

현존 남아수

0 없음

1 1명

:

7 7명 이상

:

8 비해당

9 무응답/미상

○ ○ ○ ○ ○

1 w245 첫  

인공유산시 

현존 딸수

0 없음

1 1명

:

7 7명 이상

:

8 비해당

9 무응답/미상

○ ○ ○ ○ ○

1 w246 첫 

인공유산시 

태아 성감별

0 실시안함

1 실시함

8 비해당

9 무응답

○ ○ ○ ○

2 w247 자연유산 

횟수

00 없음

01 1회

:

15 15회 

:

98 비해당

99 무응답/불확실/모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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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248 사산 횟수 00 없음

01 1회

:

15 15회 이상

:

98 비해당

99 무응답/불확실/모름

○ ○ ○ ○ ○ ○ ○ ○ ○ ○ ○ ○

2 w249 첫 

인공유산시 

부인 연령

15

:

46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2 w250 첫 번째 

인공유산을 

한 이유

01 자녀불원(단산)

02 터울조절

03 임산부 건강상/ 자궁 외 

임신

04 태아이상(약물복용, 

자궁외 임신포함)

05 혼전 임신 또는 

혼외임신

06 가정문제

07 경제적 곤란, 직장 

때문에

08 태아가 

딸이었으므로(확인)

09 약물(기타 식품) 

복용으로  태아이상이 

우려되므로

10 태아가 딸일 것 

같아서(추측)

11 태아가 아들일 것 

같아서(추측)

12 입덧이 심해서

13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1 w251 마지막 

인공유산 

순위

1 첫 번째 임신

:

7 일곱 번째 임신 

8 비해당

9 무응답

　 ○ ○ ○ ○

2 w252 마지막 

인공유산시 

부인 연령

15

:

44

88 불확실

99 무응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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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w253 마지막 

인공유산시 

현존자녀수

00 없음

01 1명

:

15 15명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1 w254 마지막  

인공유산시 

현존아들수

0 없음

1 1명

:

7 7명

8 비해당

9 무응답/미상

○ ○ ○ ○ ○

1 w255 마지막  

인공유산시 

현존딸수

0 없음

:

7 7명

8 비해당

9 무응답/미상

○ ○ ○ ○ ○

1 w256 마지막  

인공유산시 

성감별여부

0 실시안함

1 실시함

8 비해당

9 무응답

○ ○ ○ ○

2 w257 마지막 

인공유산을 

한 이유

01 자녀불원 (단산)

02 터울조절

03 임산부 건강상/ 자궁 외 

임신

04 태아이상(약물복용, 

자궁외 임신포함)

05 혼전 임신 또는 

혼외임신

06 가정문제

07 경제적 곤란, 직장 

때문에

08 태아가 

딸이었으므로(확인)

09 태아이상이 우려되므로

10 태아가 딸일 것 

같아서(추측)

11 태아가 아들일 것 

같아서(추측)

12 입덧이 심해서

13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 ○

1 w258 현재  

임신여부

1 그렇다(현임신)

2 아니다

3 불확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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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w259 현 임신의 

출산예정 

여부

1 유산시키겠다

2 낳겠다

3 결정 못함(생각 중이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4 w260 출산예정 

년도

2000

:

2007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 ○

2 w261 출산예정 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 ○

1 w262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의 

수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w263 자연요법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1 w264 양수검사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1 w265 융모막검사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1 w266 초음파검사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1 w267 기타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2 w268 현재 

임신기간

01 첫째달

:

10 열째달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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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w269 양자녀 

유무/수

1 그렇다

2 아니다

3 기타

9 무응답

○ ○ ○ 　

3 w270 최초결혼 ~ 

불임신까지 

기간

012 12개월째

:

900 900개월

998 비해당

999 무응답

○ ○ 　

<모자보건사항>

4 w271 조사 

대상아이의 

출생연도

○ ○ ○ ○ ○ ○ ○

2 w272 출생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 ○ ○ ○ ○

2 w273 출생일 w67과 동일 ○

2 w274 아이의 

출생시 

어머니 

만연령

16

:

47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1 w275 아이의 

출생순위

1

:

9

○ ○ ○ ○ ○ ○ ○

1 w276 아이의 성별 1

2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1 w277 임신기간 

동안 

산전진찰 

경험유무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2 w278 산전진찰 

(초진)시기

01 임신후 1주

:

04 임신후 4주

 :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2 w279 산전진찰 총 

횟수

00 없음

01 1회

:

40 40회

96 수시로

97 오래되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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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w280 분만장소 1 종합병원

2 병원/ 개인병,의원

3 의원

4 조산소

5 보건소/ 보건진료소

6 모자보건센터

7 기타/집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1 w281 분만행태 1 자연분만

2 제왕절개

3 기계사용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1 w282 제왕절개  

권유자

1 본인의 요구로

2 가족의 권유로

3 의사의 권유로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2 w283 제왕절개 

이유

01 산모의 이상(전치태반, 

아두골반, 임신중독증 

등)

02 태아의 이상

03 양수 조기파열

04 자연분만이 두려워

05 첫아이를 제왕절개를 

했으므로

06 산모의 건강상, 노산

07 쌍태아

08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2 w284 분만시기 20 임신 20주

:

43 임신43주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4 w285 분만시 체중 0500 500g

:

5000 5,000g

9998 비해당

9999 무응답/모름

　 ○ ○ ○ ○ ○ ○

1 w286 저체중아의 

분만이유 수

1 1가지

:

7 알지 못함/모름

8 비해당

9 무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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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w287 저체중이유 

(없음)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288 저체중이유 

(산모의 

음주습관)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289 저체중이유 

(산모의 

흡연습관)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290 저체중이유 

(산모의 

약물복용)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291 저체중이유 

(조기분만)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292 저체중이유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293 저체중이유 

(기타)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294 저체중이유 

(알지 못함)

1 그렇다

2 아니다

9 무응답

○

1 w295 저체중이유 

(비해당)

1 그렇다

2 아니다

9 무응답

○

1 w296 산후진찰 

여부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2 w297 산후진찰 

횟수

00 없다

01 1회

: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298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여부

1 했다

2 하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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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1 w299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종류

1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 함

2 정부지원 6종에 

추가검사를 했음

3 기타

4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300 현 모유수유 

여부

1 과거에 먹였다

2 현재 젖을 먹이고 있다

3 전혀 먹이지 않았다 / 

현재 먹이지 않는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2 w301 조사대상 

아이의 

모유수유 

중단시기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02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50 50개월 이상

98 비해당

99 무응답

　 　 ○

2 w302 조사대상 

아이의 

분유수유 

시작시기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02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50 50개월 이상

98 비해당

99 무응답

　 　 ○

2 w303 조사대상 

아이의 다른 

보충식 

(이유식)시작

시기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02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50 50개월 이상

98 비해당

99 무응답

　 　 ○

2 w304 모유수유 

기간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2개월미만

:

97 97개월/ 현재 수유중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불확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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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2 w305 전혀 안 먹인 

이유

01 모유량이 부족하거나 

안 나와서

02 엄마의 건강상

03 아기의 건강상

04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안 빨아서 

05 취업 때문에

06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07 젖을 뗄 적당한 신기가 

된 것 같아 서

08 함몰유두

09 모유 먹이는 방법을 잘 

몰라서

10 엄마의 미용상

11 기타 (남편의 반대 등)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최종아 수유양상>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w306

w307

w308

w309

w310

w311

w312

w313

w314

w315

w316

w317

w318

w319

w320

출생후 1주 

~ 출생후 

12개월

01 완전 모유

02 모유 + 인공유

03 인공유 (분유)

04 이유식

05 모유 + 이유식

06 분유 + 이유식

07 모유 + 분유 +이유식

08 이유식+ 유아식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2

2

w321

w322

출생후 

13개월 ~ 

출생후 

14개월

01 완전 모유

02 모유 + 인공유

03 인공유 (분유)

04 이유식

05 모유 + 이유식

06 분유 + 이유식

07 모유 + 분유 +이유식

08 이유식+ 유아식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2 w323 출생후 

15개월

01 완전 모유

02 모유 + 인공유

03 인공유 (분유)

04 이유식

05 모유 + 이유식

06 분유 + 이유식

07 모유 + 분유 +이유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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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 변수명 변수설명 코  드 ’74 ’76 ’82 ’85 ’88 ’91 ’94 ’97 ’00 ’03 ’06 ’09

08 이유식+ 유아식

98 비해당

99 무응답

2 w324 최종아 

수유양상

01 완전 모유

02 모유 + 인공유

03 인공유 (분유 ,우유)

04 이유식

05 모유 + 이유식

06 분유 + 이유식

07 모유 + 분유 +이유식

08 이유식+ 유아식

09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2 w325 최종아 모유 

끊은 이유

01 모유량이 부족해서

02 엄마의 건강 및 질병 

때문에

03 아기의 건강 때문에

04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안 빨아서 

05 취업 때문에

06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07 젖을 뗄 시기가 되어서

08 기타

09 임신이 되어서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 ○ ○ ○ ○

1 w326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 

정부의 가장 

필요한 정책

1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2 백화점 등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3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4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5 모자동실 할당배정

6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7 기타

9 무응답

　 ○ ○

<최종아의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

1 w327 예방접종 

기록의  

보관여부

1 있다

2 없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328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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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329 결핵_ 

접종연도

1998

: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2 w330 결핵_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31 결핵_접종일 w67과 동일 ○

2 w332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

30 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33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 / 병 ‧의원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w334 간염(1차)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4 w335 간염(1차)_ 

접종연도

1998

: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2 w336 간염(1차)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37 간염(1차) 

_접종일

w67과 동일 ○

2 w338 간염(1차)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30 1개월~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39 간염(1차)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 / 병‧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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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1 w340 간염(2차)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

　 ○ 　 ○

4 w341 간염(2차)_ 

접종연도

1998

: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2 w342 간염(2차)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43 간염(2차)_ 

접종일

w67과 동일 　 　 ○

2 w344 간염(2차)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 

30 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45 간염(2차)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346 간염(3차)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

　 ○ 　 ○

4 w347 간염(3차)_ 

접종연도

1998

: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2 w348 간염(3차)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49 간염(3차)_접

종일

w67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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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350 간염(3차)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30 1개월~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51 간염(3차)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보건

의료원

3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352 DPT/소아 

마비(1차)_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4 w353 DPT/소아 

마비(1차)_ 

접종연도

1998

: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2 w354 DPT/소아 

마비(1차)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55 DPT/소아 

마비(1차)_ 

접종일

w67과 동일 ○

2 w356 DPT/소아 

마비(1차)_ 

접종시 

만월령

0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1 w357 DPT/소아 

마비(1차)_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 병‧의원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w358 DPT/소아 

마비(2차)_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4 W359 DPT/소아 

마비(2차)_ 

접종연도

1998

: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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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360 DPT/소아 

마비(2차)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61 DPT/소아 

마비(2차)_ 

접종일

w67과 동일 　 　 ○

2 w362 DPT/소아 

마비(2차)_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30 1개월~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63 DPT/소아 

마비(2차)_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 /병‧의원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364 DPT/소아 

마비(3차)_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4 W365 DPT/소아 

마비(3차)_ 

접종연도

1998

:

2000

8888

9999

　 ○ 　 ○

2 w366 DPT/소아 

마비(3차)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67 DPT/소아 

마비(3차)_ 

접종일

w67과 동일 　 　 ○

2 w368 DPT/소아 

마비(3차)_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30 1개월~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69 DPT/소아 

마비(3차)_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 / 병‧의원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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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370 홍역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371 홍역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 /병‧의원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1 w372 MMR_접종

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4 w373 MMR_ 
접종연도

1999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2 w374 MMR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2 w375 MMR_ 
접종일

w67과 동일 ○

2 w376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30 1개월~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77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 / 병‧의원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378 DPT/소아 

마비(추가)_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4 w379 DPT/소아 

마비(추가)_

접종연도

1999

2000

8888 불확실

9999 무응답

○ ○

2 w380 DPT/소아 

마비(추가)_

접종월

1

:

12

88 불확실

99 무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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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381 DPT/소아 

마비(추가)_

접종일

w67과 동일 　 　 ○

2 w382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

30 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

1 w383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모자보건 

센터/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개인병원/병‧의원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1

1

w384

w390

w396

일본뇌염 

사백신(1차, 

2차) 

/일본뇌염 

생백신 1차_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4

4

4

w385

w391

w397

일본뇌염 

사백신(1차)_

접종연도

일본뇌염 

사백신(2차)_

접종연도

일본뇌염 

사백신(3차)_

접종연도

　 　 ○

2

2

2

w386

w392

w398

일본뇌염 

사백신(1차)_

접종월

일본뇌염 

사백신(2차)_

접종월

일본뇌염 

사백신(3차)_

접종월

　 　 ○

2

2

2

w387

w393

w399

일본뇌염 

사백신(1차)_

접종일

일본뇌염 

사백신(2차)_

접종일

일본뇌염 

사백신(3차)_

접종일

w67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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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w388

w394

w400

일본뇌염 

사백신(1차, 

2차) 

/일본뇌염 

생백신 1차_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30 1개월~30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1

1

1

w389

w395

w401

일본뇌염 

사백신(1차, 

2차) / 

일본뇌염 

생백신 1차_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1 w402 수두 

접종여부

1 예

2 아니오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4 w403 수두_ 

접종연도

○

2 w404 수두_접종월 ○

2 w405 수두_접종일 w67과 동일 ○

2 w406 접종시 

만월령

00 1개월 미만

01 1개월

:

30 30 개월

98 비해당

99 무응답

○

1 w407 접종장소 1 (종합)병‧의원

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3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자녀가치 및 태도>

1 w408 자녀필요성 1 꼭 있어야 한다 

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3 없어도 상관없다

4 모르겠다

9 무응답

○ ○ ○ ○ ○ ○ ○ ○ ○

2 w409 이상자녀 수 01 1명

:

08 8명

:

69 원치 않음

88 불확실/생각해 본적 

없음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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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410 성별 1 구별없이

2 구별해서

3 구별해서 동성으로

4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모름

　 ○ ○ ○ ○ ○ ○ ○ ○ ○

2 w411 남아수 00 없음

01 1명

:

07 7명

:

55 관계 않는다

60 기타

77 생각해본 적 없다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2 w412 여아수 00 없음

01 1명

:

07 7명

:

55 관계 않는다

60 기타

77 생각해본 적 없다

88 불확실

98 비해당

99 무응답/모름

○ ○ ○ ○ ○ ○ ○ ○ ○ ○ ○ ○

1 w413 아들의 

필요성

1 꼭 있어야 한다 

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3 없어도 상관없다

4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 ○

1 w414 아들이 

필요한 이유_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w415 아들이 

필요한 이유_

노후의 

생활을 위해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w416 아들이 

필요한 이유_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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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417 아들이 

필요한 이유_

경제적인 

도움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w418 아들이 

필요한 이유_

심리적 만족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w419 아들이 

필요한 이유_ 

가정의 

행복과 조화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w420 아들이 

필요한 이유_

기타

1 그렇다

2 아니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 ○

1 w421 한 자녀_ 

단산의견

1 하나도 괜찮다

2 하나는 너무 적다

3 잘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w422 한 자녀_ 

성별 선호

1 딸

2 아들

3 아들, 딸 구별하지 않았다

4 모르겠다

5 기타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w423 인공유산 

수용_피임의 

방법 중 하나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9 무응답

○ ○ 　

1 w424 인공유산 

수용_건강에  

영향

1 지장이 많다

2 다소 지장이 있다

3 수술시만 지장이 있고 

그 후에는 괜찮다

4 아무렇지 않다

5 모르겠다

9 무응답

○ 　

1 w425 인공유산 

수용_허용 

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9 무응답

○ 　

1 w426 인공유산 

수용_건강에 

해로움

1 매우 해롭다

2 해롭다/약간 해롭다

3 해롭지 않다/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전혀 해롭지 않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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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경우에 따라 해롭기도 

해롭지 않을 수도 있다.

6 모르겠다

9 무응답

1 w427 인공유산 

수용_성폭행,

강간시

1 해야 한다

2 해서는 안된다

3 모르겠다

9 무응답

　 ○ 　 　

1 w428 인공유산 

수용_혼전 

임신시

1 해야 한다

2 해서는 안된다

3 모르겠다

9 무응답

　 ○ 　 　

1 w429 인공유산 

수용_불원 

임신시

1 유산시키겠다

2 유산시키지 않겠다(그냥 

낳겠다)

3 모르겠다(그 때 가봐야 

알겠다)

4 기타(경우에 따라서 

포함)

8 비해당

9 무응답

○ ○ ○ ○ ○ ○ 　 　

2 w430 인공유산 

수용_태아 

감별시

11 반대한다

12 찬성한다

13 모르겠다/생각해보지 

않았다

99 무응답

　 ○ ○ ○ ○ 　 　

1 w431 인공유산 

수용_경제적 

이유

1 찬성한다

2 경우에 따라

3 반대한다

9 모름

○ ○ 　 　

1 w432 인공유산 

수용_여성의 

경제활동

1 법에 어긋난다

2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3 모르겠다

9 무응답

　 ○ 　 　

<자녀양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1 w433 향후 

보육시설 

이용의향

1 이용하겠다

2 이용하지 않겠다

3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1 w434 방과 후 

아동교실 

이용의향

1 꼭 이용하겠다

2 지도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겠다

3 이용하지 않겠다

4 모르겠다

8 비해당

9 무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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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435 취학전 

아동수 

0 없다

:

5 5명

8 비해당

9 무응답

○ ○ ○ ○ 　

1

1

1

w436

w444

w452

첫 번째 

자녀_성별~

세 번째 

자녀_성별

1

2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1

1

w437

w445

w453

첫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_ 

취학여부

0 취학안함/ 못함(만 7세 

이상)

1 미취학 아동

2 초등학생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1

1

w438

w446

w454

첫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_연령

(미취학아동) 

0 미취학 0세

1 미취학 1세

:

7 미취학 7세 이상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1

1

w438_1

(첫번째 

자녀)

w446_1

(두번째 

자녀)

w454_1

(세번째 

자녀)

첫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_ 학년

 (취학아동)

학년 (취학아동)

0 취학안함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8 비해당

9 무응답

○ ○ ○

1

1

1

w439

w447

w455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_돌보아

주는 사람 

또는 시설 수

0 돌봐주는 사람 또는 

시설 없음

1 1가지

:

3 3가지

8 비해당

9 무응답

○ ○ ○ 　

2

2

2

w440

w448

w456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_

돌보아주는 

시설(1)

01 본인이 돌본다

02 가족(시, 친정부모, 형제 

자매 등)

03 파출부, 가정부가 

돌본다

04 이웃, 위탁모(아이만 

보는 사람)

05 아동지도원

06 유치원(유아반 포함) 

반일반

07 유치원 종일반

08 놀이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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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어린이집

10 방과후 아동교실/ 

복지관 등의 공부방

11 과외(학원 등)

12 선교원(교회의 보육)

13 학습지

14 사설 학원 종일반

15 봐주는 사람 없음

16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2

2

2

w441

w449

w457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_

돌보아주는 

시설(2)

01 본인이 돌본다

02 가족(시, 친정부모, 형제 

자매 등)

03 파출부, 가정부가 

돌본다

04 이웃, 위탁모(아이만 

보는 사람)

05 아동지도원

06 유치원(유아반 포함) 

반일반

07 유치원 종일반

08 놀이방

09 어린이집

10 방과후 아동교실/ 

복지관 등의  공부방

11 과외(학원 등)

12 선교원 (교회의 보육)

13 학습지

14 사설 학원 종일반

15 봐주는 사람 없음

16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2

2

2

w442

w450

w458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_

돌보아주는 

시설(3)

01 본인이 돌본다

02 가족(시, 친정부모, 

형제, 자매 등)

03 파출부, 가정부가 

돌본다

04 이웃, 위탁모(아이만 

보는 사람)

05 아동지도원

06 유치원(유아반 포함) 

반일반

07 유치원 종일반

08 놀이방

09 어린이집

10 방과후 아동교실/ 

복지관 등의 공부방

11 과외(학원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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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교원(교회의 보육)

13 학습지

14 사설 학원 종일반

15 봐주는 사람 없음

16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2

2

2

w443

w451

w459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_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01 본인이 돌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되므로

02 가까운 곳에 아이를 

돌보아 줄 곳이 없어서

03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  으므로

04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므로

05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서

06 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07 이사 갈 예정이라서

08 자녀가 가기 싫어해서, 

부적응

09 보육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10 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1 적당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12 자격이 안 되어서

13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14 장애 보육이 필요하나 

시설이  없어서 

15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 ○ ○ 　

1 w460 양육대상 

아동수

0 자녀 없음

1 1명

2 2명

:

7 7명 이상

9 무응답

○ ○ ○

3 w461 식료품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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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462 피복 및 

신발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63 보건의료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64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65 보충교육비 

(사교육비) 

및 관련 비용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66 주거 및 

광열수도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67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68 교양오락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69 교통통신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70 기타소비 

지출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w471 총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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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w472

w477

w482

첫번째 자녀 

~세번째 

자녀_

식료품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3

3

w473

w478

w483

첫번째 자녀 

~세번째 

자녀_

피복 및 

신발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3

3

w474

w479

w484

첫번째 자녀 

~세번째 

자녀_

보건의료비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3

3

w475

w480

w485

첫번째 자녀 

~세번째 

자녀_

공교육비 및 

관련비용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3

3

3

w476

w481

w486

첫번째 자녀 

~세번째 자녀_

보충교육비 

(사교육비) 

및 관련비용

001 1만원

:

150 150만원

997 997만원 이상

999 무응답

○ ○ ○

13 wt_wom 가구승수 ○ ○ ○ ○ ○ ○ ○

13 wt_gagu 부인승수 ○ ○ ○ ○ ○ ○ ○ ○ ○

7 wt_adj 최종부인승수 ○ ○ ○ ○ ○ ○ ○ ○ ○ ○ ○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회비납부

   •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Ⅰ: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 
-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


	목 차
	Abstract
	요 약
	제1장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출산과 보육의 연관성

	제2장외국의 출산 및 보육관련 통계생산 활동
	제1절 UN FFS(Fertility and Family Surveys)
	제2절 미국 NSFG(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제3절 미국 IFSS(Integrated Fertility Survey Series)
	제4절 뉴질랜드 CCS(Childcare Survey)
	제5절 시사점

	제3장출산력 시계열 DB의 활용
	제1절 출산력 시계열 DB의 구성
	제2절 출산력 시계열 DB 승수 조정
	제3절 출산력조사 승수조정 효과 분석
	제4절 기혼부인 연령 및 교육수준 보정 효과 분석
	제5절 시사점

	제4장출산‧ 보육 통계생산 활동
	제1절 출산력조사와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제2절 보육통계 생산활동
	제3절 여성가족패널조사
	제4절 인구동향조사

	제5장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 효율화
	제1절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설계
	제2절 출산‧보육 연계 가구조사 조사표설계
	제3절 연계 가구조사 설계의 시사점

	제6장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출산력조사 통합파일 연도별 조사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