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장소

 ㅇ ‘09. 12. 11( ), 09:00~15:30, 서울 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 로그램(안)

09:00-09:30 등록 

09:30-09:40 개회식 

      개회사: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사말 : 이상 (보건복지가족부 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09:40-11:40 주제발표 

               좌   장: 최진호(아주 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1: 최근의 결혼  출산 동향과 정책  함의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종합연구센터 소장)

               발표  2: 일-가족생활 양립과 출산    

         윤홍식(인하 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지정토론: 김정호(KDI 부연구 원)

                         조 태(서울 학교 보건 학원 교수)

11:40-13:00 오찬  

13:00-15:00 주제발표

               발표  3: 가족 가치 과 결혼  출산    

         진미정(서울 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발표  4: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희망자녀수에 한 매체의 향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 원)

               발표  5: 자녀보육 실태와 정책  함의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기획조정연구실장)

               지정토론: 김태헌(한국교원 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혜정(연세 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숙희(한양사이버 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15:00-15:30 자유토론  폐회   



   <발표 1>

최근의 결혼 및 출산 동향과 정책적 함의

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종합연구센터 소장)



2009.122009.12

이삼식이삼식

11 조사개요

22

33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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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조사개요조사개요

목적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

기대
효과

근거에 입각(evidence-based)한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정책 관리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신뢰성 제고

조사
방법

조사규모 : 전국 표출 10,211가구 내 거주 미혼남녀(20~44세) 3,314명, 
기혼여성(20~44세) 3,585명

조사방법 : 조사원 현지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 2009.06.01 ~ 07.19(4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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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태도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

미혼남녀의 비혼화‧만혼화 경향 증가 예상

○ 향후 결혼의향이 없는 비율 증가○ 향후 결혼의향이 없는 비율 증가

- 미혼남성 ‘05년 5.6% → ’09년 7.6%, 미혼여성 ‘05년 8.8% → ’09년 10.0%
* “반드시 결혼 해야한다(결혼 필요성)”는 태도는 미혼남성 23.4%, 미혼여성 16.9%에 불과

○ 결혼계획 연령이 더 늦추어지는 경향 뚜렷
- 미혼남성 : ‘05년 31.8세 → ’09년 32.1세
- 미혼여성 : ‘05년 29.7세 → ’09년 30.6세
* 이상적 결혼연령 남성 31.8세 여성 29.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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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기타7.5 5.1

30세 이상 미혼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상대방구속이 싫어서

결혼생각이 없어서

결혼시기를 놓쳐서

자아성취

결혼제도 부담

이른나이

직장불이익

실업고용불안정

결혼생활의 비용이 부담돼서

4.4

1.4

11.3

5.9

0.6

6.1

3.8

13.9

7 1

10.7

17.6

4.0

2.9

7.0

7.0

4.4

4.4

4 4결혼생활의 비용이 부담돼서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소득부족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7.1

5.7

14.3

5.9

12.1 15.8

5.5

8.5

2.6

4.4

미혼남녀의 배우자 조건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

9.4
13.5

1.8
5.3

신체적조건

10.1

9.0

1.4
9.5

5.5
15.6

38.2
25.7

4.8

7.1
10.5

30.8

23.8

18.8

8.3

34.9

건강

직업

성격

경제력

22.5
12.4

6.0
7.8

6.8
6.4

19.5
9.2

6.5
5.3

5.6
7.7

신뢰와 사랑

가정환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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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반드시 갖고 싶다”는 태도는 미혼남성 24.3%, 미혼여성 24.0%에 불과

미혼남녀의 소자녀관 강화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

○ 자녀를 반드시 갖고 싶다 는 태도는 미혼남성 24.3%, 미혼여성 24.0%에 불과

- 출산의향 없는 비율은 미혼남성 7.1%, 미혼여성 9.0%

○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 감소

- 미혼남성 ‘05년 2.13명 → ’09년 1.90명, 미혼여성 ‘05년 2.07명 → 1.81명

* 2자녀 이상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대신 1자녀관 및 무자녀관 강화

※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출산시
‘시간을 줄여서 일 하겠다(44.6%)’, ‘평소대로 일 하겠다(40.3%)’, ‘그만 두겠다

15 2%)’15.2%)
*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 임신‧출산시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제 근무로 전환의향 59.8%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욕구

○ 결혼정책이 필요하다는 욕구는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각 76.3%

○ 선호 결혼정책 유형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태도

○ 선호 결혼정책 유형

- 주택마련지원, 결혼비용 융자지원,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제공,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순

주택마련지원결혼관련 정보 및 상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이성 간 만남의 장결혼준비휴가제도

8 3

7.93.5
결혼관련 정보 및 상담

결혼준비휴가제도

11 0

5.0
주택마련지원

이성 간 만남의 장

3.2

기타
(0.2)

기타
(0.4)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결혼비용융자지원

45.2

23.4

11.6

8.3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결혼비용융자지원

25.6

13.8

11.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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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비용 및 신혼집 마련 부담

※ 미혼남녀 현재까지 결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결혼비용 및 주택 마련 등

22 913 1
6.5

10~15백만원

15~20백만원

25~30백만원

○ 결혼비용 : 평균 1,989만원(3천만원 이상 22.8%)
- 신랑신부 부담 50%(반반 36.6%, 신랑/신부 혼자13.4%) 

○ 신혼집 마련 방법 : 전세(66.3%), 주택 구입(12.1%) 
- 주 부담자 : 신랑/신부(53.0%), 친정 또는 시댁(26.0%)

29.0

(세)

28 2
28.5

22.9

22.8

18.5

16.2

13.1

30백만원이상
20~25백만원

10백만원미만

전세

66.312,1
구입

9.4
보증부월세 8.3

시댁동거

1.2

친정동거 기타(0.8)

25.0

26.0

27.0

28.0

25.1

10백만원미만 10-20백만원 20-30백만원 30-40백만원 40백만원이상

주택비용
기준

결혼비용
기준

26.1
26.6

27.1

27.4

27.0 27.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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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동향

기혼여성 2.19회 임신 중 0.4회(18.3%) 소모

- 자녀수별 : 무자녀 58.9%, 1자녀 25.5%, 2자녀 16.7%, 3자녀이상 11.5%
* 임신소모 -> 자녀수 축소 원인 등
늦게 결혼할수록 취업 서비스판매직 임시일용직 장시간근로 경우 임신소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 늦게 결혼할수록, 취업, 서비스판매직, 임시일용직, 장시간근로 경우 임신소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기혼여성 중 13.2% 적어도 1회 이상 인공임신중절 경험(1회 9.6%, 2회 이상 3.7%) 

- 인공임신중절 시기 : 첫째아 출산 전 29.4%(셋째아 출산 전 37.5%, 둘째아 출산 전 30.0%) 
인공임신중절 이유 : 추가자녀 불원 단산 출산연기 혼전임신 터울조절 본인건강 등의 순

구분
정상
출생

임신소모

현임신 총임신
총임신
(평균
횟수)

(대상자)
사산

자연
유산

인공
유산

소계
(임신소모율)

전체 80.8 0.9 8.7 8.7 18.3 0.9 100.0 2.19 (3335)

1.77 0.02 0.19 0.19 0.40 0.02 2.19

∙ 인공임신중절 이유 : 추가자녀 불원‧단산, 출산연기, 혼전임신, 터울조절, 본인건강 등의 순

불임

피임미실천 여성 26.2% 피임중단 혹은 미실천 후 최소 1년동안 임신안됨 응답
- 불임진찰 경험비율 5.0% 
∙ 초혼연령 높을수록 높음(24세이하 3.8%, 25~29세 5.4%, 30～34세 7.3%, 35세+ 8.5% 등) 

- 불임진단 시기 : 첫째아 출산 전 84.3%, 첫째아 출산후～둘째아 출산전 15.7% 등

불임 진찰 경험 부인 15.1%, 부부 불임 진찰 미경험 부인의 6.4% 인공임신중절 경험

출산동향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수 ‘05년 1.77명 -> ’09년 1.66명

- 0~1자녀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대신 2자녀이상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

분 명 명 명 명이상 계 (명) 평균구 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 (명) 평균

2005 7.2 20.8 61.0 11.0 100.0 (3,802) 1.77

2009 9.0 26.6 54.3 10.1 100.0 (3,585) 1.66

가구소득수준별 차별 출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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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층 비표준화 표준화 구분 계층 비표준화 표준화

거주지역
동부 1.64 1.64

혼인상태
유배우 1.67 1.68

읍면부 1.76 1.78 무배우 1.45 1.39

중졸 1.68 1.66
경제활동상태

취업중 1.60 1.55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고졸 1.74 1.71 비취업중 1.70 1.72

대졸 1.56 1.61

직업

고위준전문직 1.50 1.47
대학원이상 1.55 1.60

가구소득수준(전
국가구월평균소

득대비)

60%미만 1.59 1.63 사무종사자 1.40 1.48

60~80%미만 1.62 1.66 서비스판매 1.70 1.61

80~100%미만 1.70 1.69 기타 1.78 1.65

100~120%미만 1.57 1.54

종사상지위

고용주자영업자 1.80 1.70

120~140%미만 1.68 1.60 무급가족종사자 1.78 1.68

140~160%미만 1.79 1.73 상용근로자 1.47 1.50미만 상용근 자

160%이상 1.73 1.66 임시일용근로자 1.68 1.63

주거형태

자가 1.79 1.75

개인(근로)소득

100만원미만 1.86 1.81

전세 1.49 1.55 100~150만원미만 1.62 1.56

월세 1.67 1.70 150~200만원미만 1.34 1.41

기타 1.87 2.04 200만원이상 1.56 1.48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 급격 감소

초혼연령
부인의 현재 연령 전체

(20～44세)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0.82 0.99 1.47 1.82 1.85 1.65

24세 이하 0.82 1.54 1.89 2.08 1.95 1.90

25～29세 0.67 1.49 1.84 1.88 1.61

30～34세 0.00 0.64 1.38 1.55 1.20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35세 이상 0.00 0.98 1.12 1.05

향후 출산계획(기대자녀수)

유배우여성(20～44세) 17.1%
추가 출산 계획(없음 74.3%, 유보 8.6%) 

- 20～29세 48.1%, 30～34세 28.5%, 
35～44세 7.1% 

- 무자녀 69.8%, 1자녀 32.2%, 

전체 취업 비취업
60%
미만

60~100
%미만

100~140
%미만

140%
이상

소득/고용불안정 18.6 20.0 17.7 36.4 20.4 11.0 6.1

자녀양육비부담 16.7 8.6 20.8 18.2 20.4 13.4 6.1

자녀교육비부담 26.7 22.9 28.6 15.2 26.5 24.4 39.4

일가정양립곤란 6.0 14.3 2.2 3.0 1.7 11.0 21.2

가치관변화 15.0 21.9 12.1 6.1 9.9 28.0 21.2

불임 2 9 3 8 2 6 3 0 3 3 3 72자녀 4.4%, 3자녀 이상 2.6% 

기대자녀수(현존자녀수+향후추계게획
자녀수) 평균 1.94명으로 이상자녀수
(1.98명)에 미치지 못함. 
*2명 64.1%, 1명 19.3%, 3명 13.4%

불임 2.9 3.8 2.6 3.0 3.3 3.7 -

고연령 2.8 2.9 2.6 - 4.4 - 3.0

기타4) 11.2 5.7 13.4 18.2 13.3 8.5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36 105 231 33 181 8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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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24.8%, 없어도 무관하다 9.7%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약화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자녀관 약화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약화
- 있는 편이 좋다는 64.2%, 판단유보 1.3% 

○ 이상자녀수 감소(’05년 2.3명 → ‘09년 2.0명)로 자녀수에 관한 가치관마저 약화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 (명) 평균

2005 0 5 8 4 58 8 25 6 6 7 100 0 (3 792) 2 302005 0.5 8.4 58.8 25.6 6.7 100.0 (3,792) 2.30

2009 1.1 16.5 68.4 11.5 2.4 100.0 (3,523) 1.98

○ 결혼 전후 경력단절

- 취업여성의 39.3%가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 주된 이유로는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30 9%)’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일-가정양립 실태

주된 이유로는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30.9%)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22.2%)’, ‘일을 하고 싶지 않아(11.0%)’ 등의 순

-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경력단절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비율이 높음.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나, 

그 규모는 축소. 
후 ( ) ( )

※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출생아수 1.71명, 비경험 여성 1.51명에 비해 평균 0.2명 더 출산

○ 출산전후 경력단절

*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이유 :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44.7%)’,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19.9%)’,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12.6%)’, 직장해고(6.2%)

구분 평소대로 일함 시간줄여일함
경력단절

(중단)
육아휴직 새로 취업 계 (명)

첫째아 34.5 9.3 47.7 8.3 0.2 100.0 (1167)

둘째아 45.2 16.5 24.5 11.8 2.1 100.0 (366)

셋째아 36.6 29.7 15.5 16.5 1.7 10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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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사(집안일) 및 육아 참여가 낮은 수준

○ 부인의 78.8%가 집안일 전담(또는 대체로), 부부 공동분담비율 18.6%에 불과
집안일은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 집안일은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

- 맞벌이부부의 경우 67.3%가 부인 점담(또는 대체로), 부부공동분담 27.6%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비슷하게)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 이외
다른 사람이

전체 계

맞벌이 16.9 50.4 27.6 1.0 0.4 3.7 100.0 2069

비맞벌이 28.9 57.1 13.0 0.9 0.0 0.1 100.0 1275

○ 부인의 50~70% 자녀돌보기를 전담(또는 대체로), 부부 공동분담 30% 이하

* 자녀돌보기 : 밥먹고 옷입는 것, 함께 놀아주기, 아플때 돌봐주기,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보육시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포함

- 맞벌이부부의 50~60% 부인 전담(또는 대체로), 20~30%만이 부부 공동 분담

 자녀양육‧보육

- 보육시설․유치원, 학원 등 시설 이용비율(주간)은 연령에 따라 증가
부모돌봄, 조부모․친인척 비율은 감소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40

50

60

70

80

90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등 기타기관

베이비시터등비혈연

부 /친인척

0

10

20

30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조부모/친인척

본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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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형태 수급 일치도

부부 시설 친척 가정보육사

0-2세 (85.8%) (58.1%) (19.2%) (71.4%)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0 2세 (85.8%) (58.1%) (19.2%) (71.4%)

3세-취학전 (57.2%) (92.7%) (25.6%) (8.6%)

○ 주‧야간 자녀보육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0~2세 자녀 :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72.4%)’,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10.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8.8%)’,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3.0%)’,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어서(2 8%)’ ‘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2 4%)’ 등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어서(2.8%) , 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2.4%) 등

- 3세~취학 전 자녀 : 아이가 어려서(50.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1%), 
맡길 이유가 없어서(17.1%), 가까운 시설이 없어서(5.6%), 
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5.4%),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4.1%) 등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 초등학교 취학자녀의 방과후 보육 형태

 초등학생 방과후보육 실태

- 1순위 : 학원 59.4%,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18.4%, 부모 15.1%, 
이외 기관이나 혈연, 비혈연 개인 서비스 이용 비율은 매우 낮음

- 2순위 : 부모 598%, 학원 19.0%,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11.9%, 
친정부모 4.3%, 시부모 2.1% 순

초등학교 취학 자녀의 보육 인프라 수급일치도

부부 시설 친척 가정보육사

(이용형태)

주된형태 15.3% 81.0% 2.6% 1.2%

보조형태 59.8% 33.1% 6.0% 1.1%

(수급일치도)

주된형태 (48.4%) (95.4%) (30.2%) (26.0%)

보조형태 (85.2%) (59.1% (37.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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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1인당 보육비용 월평균 17만3천원,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

- 취업모 23만1천원, 비취업모 15만4천원
* 차이는 유아보다 영아에게서 크게 나타남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자녀양육지출

○ 가구 당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

- 영유아가구 보육･교육서비스
지출 월평균 21만 8천원

*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전체 평균 8.1% 

○ 자녀 1인당 사교육비(시설이용비용 이외 학습지 등 포함) 

- 고등학생 55.3만원, 중학생 42.7만원, 초등학생 31.6만원,   
미취학 23.7만원 순 (전체 35.6만원)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많음
*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과

가장 높은 계층간 자녀1인당 약 30만원 차이)

구 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23.7 31.6 42.7 55.3 35.6

가구소득 수준

60% 미만 17.0 19.8 26.8 32.0 21.6

60～80% 미만 22.3 25.8 30.7 36.1 27.2

80～100% 미만 22.5 30.0 35.6 49.7 32.3

100～150% 미만 28.2 37.6 50.4 62.5 43.9

150% 이상 31.7 44.0 62.1 79.9 52.9

양육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난임출
산지원

방과후
돌봄

조세
지원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55.1 9.2 3.4 8.5 3.6 3.2 16.7 0.2 100.0 (3,498)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기혼여성의 정책욕구 및 경험정도

전체 ( , )

가구평균소득

60% 미만 58.5 10.3 5.5 9.3 2.5 1.9 11.8 0.2 100.0 ( 475) 

60～80% 59.5 9.8 3.3 6.8 4.0 2.9 13.7 0.1 100.0 ( 841) 

80～100% 52.2 7.8 3.2 11.7 2.9 3.0 18.9 0.3 100.0 ( 758) 

100～150% 53.1 10.0 2.1 6.9 4.4 4.5 19.0 0.1 100.0 ( 916) 

150% 이상 51.6 8.6 5.0 7.6 3.3 3.3 19.8 0.7 100.0 ( 419) 

현존자녀수

0명 44.8 10.0 9.7 7.7 2.6 2.3 22.9 - 100.0 ( 310) 

1명 54.4 10.3 4.6 6.9 2.3 2.5 18.9 0.1 100.0 ( 928) 

2명 56.5 8.3 2.2 9.3 3.9 3.8 15.7 0.3 100.0 (1,900)

3명 이상 58.8 10.3 1.7 9.2 6.1 3.1 10.6 0.3 100.0 ( 359) 

가구소득모형

무소득자가구 67.8 6.8 8.5 5.1 3.4 - 8.5 - 100.0 ( 59)

남편1인소득가구 54.3 10.1 3.6 8.9 3.2 3.6 15.9 0.4 100.0 (1,946)

부인1인소득가구 51.1 6.4 6.4 14.9 2.1 - 19.1 - 100.0 ( 47)

맞벌이가구 55.7 7.5 3.0 8.2 4.3 3.1 18.2 0.1 100.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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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교육비지원(55 1%) 일 가정양립 정책(16 7%) 주거지원정책(9 2%)

정책 욕구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 자녀양육교육비지원(55.1%), 일-가정양립 정책(16.7%), 주거지원정책(9.2%), 
방과후 돌봄 정책(8.5%) 등의 순

- 저소득층일수록 양육교육비지원, 난임출산지원, 고소득층일수록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교육비지원, 방과후돌봄 및 조세지원, 그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난임출산지원과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시 및 상용직일 경우 일-가정양립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정책 인지도, 경험률 및 만족도

○ 기혼여성(20~44세, 1자녀이상) 저출산정책 인지율 : 정책유형에 따라 차이
양육비용경감정책 인지율 60 80% 주택공급 보육교육시설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은 40%대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 양육비용경감정책 인지율 60~80%, 주택공급, 보육교육시설‧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은 40%대,
일-가정양립은 30%대 수준

○ 실제 정책경험률(수혜율)은 인지도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 보육‧교육비지원(20%)과 산전진찰비용지원(17%)만 10% 이상
- 방과후교육지원, 소득공제, 종일제는 5%이상~10%미만
- 나머지 대부분 정책들을 수혜한 비율은 5% 미만
* 많은 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 3자녀 이상 등으로 제약되었기 때문

○ 정책 경험(수혜) 여성들의 만족도는 정책에 따라 차이
- 양육비용경감, 보육서비스 확충 등은 80% 수준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주택정책,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확충 휴직 휴가제 등은 60 70% 수준 유사산휴가 직장복귀는 50%수준 등국공립‧직장보육시설 확충, 휴직‧휴가제 등은 60~70% 수준, 유사산휴가‧직장복귀는 50%수준 등

- 불임부부 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형태 유연화는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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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

일-가족생활 양립과 출산 

윤  홍  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일-가족생활양립과출산

인하대학교사회과학부
윤홍식

분석자료

2009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중만 20세부터 44세까지의기혼여성중주요분석
대상은 1 377명의취업여성대상은 1,377명의취업여성

개념적틀

미시적차원의
돌봄분담체계와자녀수

양성화
(남성분담)

돌봄분담체계와자녀수
관계

세대화
(조부모분

담)

사회화
(탈)가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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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가족생활양립 1

취업기혼여성이일과가사를병행하며겪는어려움

대부분의취업여성이일과가족생활양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05년 85.3%에비해서는다소감소했음 (2009년 75.0%).
주요원인으로는일과가족생활양립이용이해졌다기보다는무자녀기혼여성의증가로
기인함.

일과가족생활양립 2

취업희망 비취업기혼여성의 미취업사유

취업희망비취업기혼여성의미취업사유를통해잠재적일가족생활양립의문제가늠취업희망비취업기혼여성의미취업사유를통해잠재적일가족생활양립의문제가늠.
일가족양립과어린자녀응답을합하면일과가족생활양립의어려움이핵심적이유.
적당한일자리가없다는응답은단일항목중가장높게나옴. 무자녀여성의경우
58.8%.
적당한일자리사유 2005년 23.7%에서 2009년 37.7%로증가
2009년 4월여성비경제활동인구 326.000명증가. 
2009년 5월기준일자기감소분 219000개중여성일자리 21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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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양성화(남성의참여)

가사분담공평성에관한취업기혼여성의견해

가사분담공평성에대한견해는유자녀기혼여성과무자녀기혼여성과분명한차이를
보임
유자녀여성은공평하다와그렇지않다가유사한비율이지만무자녀여서은그렇다는
응답이다수임. 

돌봄의가족화(조부모의참여)

친정또는시댁부모로부터의양육도움

취업기혼여성이비취업기혼여성에비해친정또는시댁부모로부터양육도움을받는
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22.5% 대 13.6%
상당수의취업기혼여성이친정또는시댁부모의양육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정책적함의를고려할필요가있음).
그러나자녀수증가에따라도움받든비율이증가하는것은아님. 자녀가 1명인경우
가장많은여성이도움을받고있음 (1명 31.3%, 2명 18.9%, 3명이상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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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사회적분담 1 (탈가족화)

아동돌봄의사회화지원정책경험유무

돌봄의사회적분담방식중아동돌봄의사회화(탈가족화) 정책에대해전체기혼여성
의 27.2%가경험이있다고응답. 절대다수가경험없음.
또한현재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간의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
남.
아동돌봄의사회화가취업여성의일과가족생활양립의위한정책도구로기능하지못
하고있음. 여전히충분하지않다고보여짐. 또한아동보육이라는목적에복무되고있
음을보여주고있음. 

돌봄의사회적분담 2 (가족화)

아동돌봄의가족화지원정책경험유무

돌봄의사회적분담방식중아동돌봄의가족화정책에대해전체기혼여성의단지
7.2%만이경험이있다고응답. 절대다수가경험없음.
그러나사회화분담방식과달리현재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간의통계적으로유의미
한차이는있는것으로나타남. 10.6% 대 5.0%
이는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이고용보험대상자로제한되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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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회귀분석: 

일과가족생활양립방식과출생아수

- 모형 1 (1명대 2명)

양육분담관련변수: 
양성화 (남녀분담공평성, -), 일반적기대와달리상대적으로높은공평성이자녀
수와정의상관관계에있지않음. 부의상관관계에있음.수와정의상 계에있지않음 부의상 계에있음
이는자녀수가많을수록성별분업이더욱강화되고있다는해석과공평성이높
은가족의경우상대적으로적은자녀를선호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가족화 (조부모의도움, -, 0.10 수준에서유의미), 조부모의도움도자녀수와관
계없음. 1자녀이상의경우이또한성별분업에의해여성이전담하는경우가증
가(취업율감소)로인해상대적으로조부모의도움감소하는경향을반영. 
사회화정책(+), 사회화경험이있는기혼여성의경우 2자녀를가질가능성이그
렇지않은가구에비해 2배이상높게나타남. 

비양육분담관련변수:비양육분담관련변수:
연령, 상식적으로자녀출산은일정한기간이요구되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
기대자녀수는유의미한관계에있음.
본인소득, 가구소득, 학력은유의미한상관관계에있지않음.

-  23  -



- 모형 2 (2명대 3명이상)

양육분담관련변수: 
양성화 (남녀분담공평성)와가족화 (조부모의도움)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
계에있지않음.  계에있지않음
사회화정책(+), 양육분담관련변수중사회화변수만이유일하게유의미한상관
계에있음. 사회화경험이있는기혼여성의경우 3자녀이상을가질가능성이그
렇지않은가구에비해 2배이상높게나타남. 

비양육분담관련변수:
연령, 2자녀이상의경우연령은더이상유의미한변수가아님.
학력은대졸과대학원이상의학력수준여성이 3명이상의자녀를가질가능성과
부의상관관계에있음. 
취업여부도 3명이상의자녀를가질가능성과부의관계에있음취업여부도 3명이상의자녀를가질가능성과부의관계에있음.  
기대자녀수는모형 1과같이유의미한상관관계에있음. 

정리및논의 1

여전히유자녀기혼여성에게일과가족생활양립은어려운과제임. 사회적분담을확
대할필요가있음. 취업기혼여성을위한보육지원확대와육아휴직의대상자를비
고용보험가입자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가사양육분담에서남성참여와시댁또는친정부모의참여는여성의가사양육책임
을완화하기에는충분하지않음. 이는일과가족생활양립을단순히사회적차원
의문제로접근하기보다는가족내분담체계에대한정책적접근이모색되어야
함을의미함. 

남성의가사양육참여를위한제도적접근이필요함. 아버지할당제를적극적으로검
토할필요가있음. 또한돌봄에대한사회화가충분히제도화되기까지친정또는
시댁부모의돌봄제공에대한제도적지원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남녀의공평한부담수준과자녀수가부적관계에있다는결과가시사하는함의가큼. 남녀의공평한부담수준과자녀수가부적관계에있다는결과가시사하는함의가큼
이는돌봄의양성화가다른정책개입과배타적인영역의과제가아니라다른사회
정책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는추론을가능하게함. 현재의노동시장조건에서
남성도가중한일과돌봄을병행하는것은쉽지않은과제임. 즉, 노동시장의조정
을통해유자녀남성이일과가족생활을병행할수있는조건을마련하는것이시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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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및논의 2

자녀수에따른상이한정책개입이요구됨. 예를들어, 두자녀와세자녀이상비교시, 가
족분담과양성화는유의미한관계에있지않음. 가구특성에따라다양한정책개입모형
을제시할필요가있음을제시할필요가있음.

유자녀기혼여성을위한적극적일자리창출이필요함. 지금까지일과가족생활양립에서
가족생활에만초점이맞추어짐. 특히현재경제위기의최대피해자는 30~40대여성이
라는점이고려되어야함 (지난 4월일자리감소의 98.6%가여성일자리였다는점을상
기할필요가있음). 이인생계부양자가구가가족의안정적생활을위해필수적전제임
을고려한다면좋은일자리창출과유지는매우중요한과제임. 선행연구에서지적하듯
고용에대한긍정적전망이부재한상태에서추가적출산을고려하기어렵다는지적을
심각하게고려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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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

가족 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 

진  미  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2005년과 2009년 결혼 출산 동향자료를 비교하여 가족 가치관의 변화 방향 파악○ 2005년과 2009년 결혼 출산 동향자료를 비교하여 가족 가치관의 변화 방향 파악

○ 가족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 행동과 기혼여성의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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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치관은 가족의 제도성을 반영

-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연령 규범

- 근대적 성역할 규범

○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있다면 가치관은 결혼 및 출산행위와 직접적 연관성

결혼 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 연령: 중회귀분석

출산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다항로짓

둘째자녀 출산의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든 분석에 연령,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소득, 불임여부, 주택소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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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관 결혼 필요성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 하지 않는게 낫다(4점
리커트형 응답)

이혼 수용성(기혼만) 부부갈등있으면 이혼이 낫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의 평균점수

동거 수용성(미혼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함께 먼저 살아보는 것도 좋다

자녀관 자녀 필요성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역코딩)

자녀의 도구적 효용 도구적 가치(2문항)와 정서적 가치(2문항)의 차이값

형제자매 필요성(신규)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더 좋다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역코딩)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역코딩)
이상 4개 문항의 평균점수

성역할관 성분업역할 ‘남편은 직업, 부인은 가정’에 동의 정도

남편생계부양 ‘맞벌이라도 가족부양의 책임은 남편에게’에 동의정도

구분

2005년미혼남녀
(N=2,669)

2009년미혼남녀
(N=3,31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결혼관련 변수

결혼의향 (1=있음) .79 (.41) .75 (.44) 3.93***

결혼희망연령 (세) 30.4 (.4) 30.9 (3.2) -4.66***

가치관 변수

결혼필요성 2.81 (.81) 2.84 (.77) .61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 2 48 ( 85) 2 53 ( 83) -2 38*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 2.48 (.85) 2.53 (.83) -2.38

자녀 필요성 2.70 (.83) 2.53 (.79) 7.96***

자녀의 도구적 효용 -.82 (.69) -.56 (.76) -13.77***

성분업적 역할규범 2.69 (.79) 2.78 (.39) -6.32***

남편 생계부양모델 2.69 (.79) 2.82 (.7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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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005-2009 미혼남녀의 가치관 비교

1.00

2.00

3.00

-1.00

0.00

결혼필요성 혼전동거 자녀 필요성 도구적 효용 성분업적 역할규범 남편생계부양 모델

구분

2005년기혼여성
(N=3,586)

2009년기혼여성
(N=3,369) t,x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출산관련 변수

출산자녀수 (명) 1.74 (.77) 1.54 (.88) 10.01***

기대자녀수 (명) 1.97 (.66) 1.75 (.83) 11.70***

가치관 변수

결혼필요성 2.55 (.78) 2.75 (.75) -11.10***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 2.45 (.74) 2.66 (.71) -12.38***

자녀 필요성 2.83 (.85) 2.42 (.80) 20.67***

자녀의 도구적 효용 -1.24 (.71) -.73 (.85) -26.79***

성분업적 역할규범 2.84 (.82) 2.99 (.71) -8.22***

남편 생계부양모델 2.72 (.82) 2.96 (.7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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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005-2009 기혼여성의 가치관 비교

1.00

2.00

3.00

-2.00

-1.00

0.00

결혼필요성 이혼수용적 태도 자녀 필요성 도구적 효용 성분업적 역할규범 남편생계부양 모델

구분

미혼남성
(N=1,737)

미혼여성
(N=1,556)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가치관 변수

결혼필요성 1.29(.09)*** 3.62 1.50(.10)*** 4.47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 .17(.08)* 1.19 .05(.08) 1.05

자녀 필요성 .18(.09)* 1.19 .27(.10)** 1.31

자녀의 도구적 효용 .01(.09) 1.02 -.07(.09) .93

자녀의 형제자매 필요성 -.05(.18) .96 .01(.18) 1.01

성분업적 역할규범 .20(.09)* 1.22 .25(.09)** 1.28

남편 생계부양모델 .18(.10) 1.20 -.06(.10) .95

Df 11 11

Likelihood Ratio 439.417*** 400.597***

-2 Log L 1524.504 13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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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혼남성
(N=1,221)

미혼여성
(N=1,109)

B (S.E.) B (S.E.)

가치관 변수

결혼필요성 -.37 (.08)*** -.41 (.09)***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 .00 (.08) .17 (.08)*

자녀 필요성 -.02 (.08) .01 (.09)

자녀의 도구적 효용 .18 (.08)* .21 (.09)

자녀의 형제자매 필요성 -.27 (.17) -.58 (.17)***

성분업적 역할규범 .07 (.09) .01 (.09)

남편 생계부양모델 -.05 (.09) .02 (.09)

조정된 R2 .58 .48

구분
0명 vs 2명 1명 vs 2명 3명이상 vs 2명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가치관 변수

결혼필요성 .11(.08) 1.11 .06(.06) 1.06 .10(.09) 1.11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 -.04(.09) .96 .02(.07) 1.02 -.00(.10) 1.00

자녀 필요성 -.20(.08)* .82 .01(.06) 1.01 .08(.08) 1.09

자녀의 도구적 효용 .06(.07) 1.06 -.09(.05) .92 -.11(.08) .89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한 필요성 -.46(.16)** .63 -.49(.12)*** .61 .18(.17) 1.20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한 필 성 ( ) ( ) ( )

성분업적 역할규범 -.09(.09) .91 -.06(.07) .94 -.23(.09)* .79

남편 생계부양모델 .12(.09) 1.13 .16(.07) 1.17 -.02(.10) .98

Df 42

Likelihood Ratio 642.685***

-2 Log L 696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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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명 vs 2명 1명 vs 2명 3명이상 vs 2명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가치관변수

결혼필요성 -.03(.10) .97 -.07(.06) .94 .06(.08) 1.07

이혼에대한수용적태도 .08(.10) 1.09 -.02(.07) .97 .06(.08) 1.06

자녀필요성 -.35(.09)*** .71 -.10(.06) .91 .06(.07) 1.06

자녀의도구적효용 .06(.09) 1.07 -.06(.06) .94 -.05(.07) .96

자녀의형제자매에대한필요성 -.25(.19) .78 -.64(.13)*** .53 .37(.15)* 1.44

성분업적역할규범 -.10(.10) .90 -.14(.07)* .87 -.14(.08) .87

남편생계부양모델 .18(.10) 1.20 .22(.07)** 1.25 .04(.08) 1.04

Df 42

Likelihood Ratio 228.307***

-2 Log L 6876.286

구분

첫자녀만있는기혼여성
(N=864)

B (S.E.) 승산비

가치관 변수

결혼필요성 -.20 (.12) 1.22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 .13 (.13) 1.14

자녀 필요성 .25 (.11)* 1.28

자녀의 도구적 효용 .04 (.10) 1.04

자녀의 형제자매 필요성 .67 (.23)** 1.95

성분업적 역할규범 .01 (.13) 1.01

남편 생계부양모델 -.06 (.13) .94

Df 15

Likelihood Ratio 165.032***

-2 Log L 8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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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치관이 영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화
- 결혼이나 성역할관은 다소 보수적으로결혼이나 성역할관은 다소 보수적으로
- 동거와 이혼에 대해서는 보다 허용적으로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낮아짐

가족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결혼 및 출산 행동에 영향
-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영향
-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에 동조할수록 결혼의향 높음
- 자녀의 필요성, 형제자매 필요성에 동조할수록 출산자녀수 많고

둘째자녀 출산의도 높음

정책을 통한 기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가치관이나 선호에 따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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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4>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희망자녀수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 

박  세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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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5>

자녀보육 실태와 정책적 함의 

서  문  희

(육아정책개발센터 기획조정연구실장)



자녀자녀 보육실태와보육실태와 정책적정책적 함의함의자녀자녀 보육실태와보육실태와 정책적정책적 함의함의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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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아동을아동을 돌보기에돌보기에 바람직한바람직한 곳곳((사람사람))

3. 3. 기관기관 이용이용 및및 미이용미이용 이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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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가. 영유아

□ 주간 : 연령별

- 유아교육기관 , 부모, 친정부모 , 시부모

- 영아는 친정부모 등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고 3세 부터 기관 이용

점차 증가(연령 조사시점 적용)

40

50

60

70

80

90

보육시설/유치원

학원등

베이비시터등비혈연

친정부모

-10

0

10

20

30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시부모

친인척

본인/남편

1. 아동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 주간: 소득수준별

-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 : 비혈연 이용율이 높음. 

- 264-330만원 미만 가구 : 학원 등 기타기관의 이용률이 높음.

- 저소득 가구 보육서비스 미이용률 상대적으로 높음

구 분

가구소득

전체198만원

미만

198-263만

미만

263-330만

미만

330-495만

미만

495만원

이상

보육시설 유치원 48.5 51.7 56.3 56.3 53.8 53.2

학원등 기타기관 1.7 1.3 2.9 1.8 1.8 1.8

비혈연 0.3 1.8 1.6 2.4 5.4 2.1

친정부모 1 0 2 3 2 6 5 0 3 6 2 9

- 저소득 가구 보육서비스 미이용률 상대적으로 높음

친정부모 1.0 2.3 2.6 5.0 3.6 2.9

시부모 1.0 1.2 1.6 2.1 2.3 1.5

친인척 - 0.3 - 2.1 0.9 0.7

본인 또는 남편 47.5 41.4 35.0 30.4 32.2 37.8

계

(수)

100.0

(316)

100.0

(614)

100.0

(387)

100.0

(362)

100.0

(220)

100.0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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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 영유아 야간: 전체

- 기관 이용과 시부모는 아동연령이 높아지면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

-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낮아지는 경향

- 10%의 영유아가 야간에 부모 이외 대리보호

구 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전체

보육시설유치원 1.2 0.4 1.1 2 2.5 4.2 4.4 2.3

학원등 기타기관 - - 1.1 0.4 2.5 1.5 4.3 1.3

비혈연 - 0.8 0.4 0.8 0.4 0.4 1.0 0.5

친정부모 4.2 2.7 4.1 3.1 3.2 5.6 4.3 3.9

시부모 1.3 2.3 - 3.5 3.6 4.1 5.3 2.8

친인척 0 4 0 4 0 1친인척 - 0.4 - 0.4 - - - 0.1

본인 또는 남편 93.3 93.5 93.3 89.8 87.7 84.2 80.8 89.1

계(수)
100.0

(240)

100.0

(267)

100.0

(265)

100.0

(258)

100.0

(279)

100.0

(277)

100.0

(209)

100.0

(1,795)

1. 아동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나. 초등학생

□ 연령별

- 학원을 가장 많이 선호

- 그 외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외 기관, 혈연, 비혈연의 순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지역아동센터 0.6 0.7 0.9 1.5 1.5 0.4 0.9

방과후아카데미 2.5 1.0 - 0.6 0.7 1.2 1.0

보육시설방과후보육 1.6 1.7 2.3 0.9 1.1 0.8 1.4

초등학교방과후프로그램 20.5 15.7 20.2 16.1 19.7 17.7 18.3

학원등 기타기관 55.6 61.6 58.2 61.9 60.1 59.4 59.4

비혈연 0.3 1.6 1.5 0.9 1.5 2.0 1.3

외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 램, 이외 기관, 혈연, 비혈연의 순

친정부모 3.4 1.0 1.7 2.3 1.5 1.2 1.9

시부모 0.3 0.3 0.9 1.2 - 0.8 0.6

외가친척 - - - - - 0.4 0.1

본인 또는 남편 15.2 16.4 14.3 14.6 13.9 16.1 15.1

계

(수)

100.0

(322)

100.0

(299)

100.0

(350)

100.0

(323)

100.0

(274)

100.0

(255)

100.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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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 소득수준별

- 소득수준 198만원 이하 가정 아동 학원 이용률이 평균보다 10% 이상 낮음

-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음

구 분
198만원

미만

198-264만

미만

264-330만

미만

330-495만

미만

495만원

이상
전체

지역아동센터 2.2 0.5 1.4 0.8 - 0.9

방과후아카데미 2.2 0.2 1.4 1.0 0.7 1.0

보육시설방과후보육 1.3 2.0 1.4 1.2 1.0 1.4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27.6 22.7 19.0 12.5 14.5 18.3

학원등 기타기관 47.4 59.1 63.8 65.8 58.9 59.4

베이비시터등 비혈연 0.4 0.9 0.5 1.4 2.0 1.3

친정부모 1.7 0.7 0.5 3.3 1.7 1.9

시부모 0.4 0.2 0.5 0.8 1.0 0.6

친인척 - - - - 0.3 0.1

본인 또는 남편 16.8 13.7 11.5 13.21 19.9 15.1

계

(수)

100.0

(232)

100.0

(409)

100.0

(436)

100.0

(488)

100.0

(297)

100.0

(1,862)

2. 아동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
가. 영유아

- 2세부터 어린이집 비율 증가하고, 유치원은 만5-6세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증가

- 0세아는 조부모가 8.0%이고, 전반적으로 부모 응답비율 높음

구 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전체

보육시설 20.4 23.2 43.5 48.6 53.3 48.0 46.0 40.8

국공립 5.6 8.5 13.3 16.1 18.5 21.1 21.8 15.0

사설어린이집 7.2 8.1 23.6 23.0 26.8 20.1 20.4 18.7

놀이방 5.6 6.2 5.9 8.0 5.9 4.3 2.4 5.6

직장보육시설 2.0 0.4 0.7 1.5 2.1 2.5 1.4 1.5

유치원 1.6 1.6 1.5 8.0 16.4 24.4 22.7 10.8

학원 등 0.8 0.4 1.5 0.4 2.8 4.7 0.5 1.6

베이비시터 2.4 1.2 2.2 0.4 1.0 1.8 1.4 1.5

보육모 .8 3.9 1.5 2.9 2.8 1.1 2.8 2.2

친정부모 4.8 3.9 3.7 2.6 1.7 2.5 2.8 3.1

시부모 3.2 1.6 1.1 1.5 0.7 1.1 1.4 1.5

친인척 0.4 0.8 - - 0.3 - - 0.3

본인 또는 남편 65.6 63.6 45.0 35.4 20.9 16.1 22.3 38.2

기타 개인 - - - 0.4 - 0.4 - 0.1

계

(수)

100.0

(252)

100.0

(267)

100.0

(265)

100.0

(273)

100.0

(287)

100.0

(289)

100.0

(212)

100.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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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을 돌보기에 바람직한 곳(사람)

나. 초등학생

- 학원,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부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순임.

- 학원은 실제 이용률보다 훨씬 낮고, 초등학교프로그램은 실제 이용률보다 높음.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바람직한곳1순위

지역아동센터 1.6 1.0 1.2 2.5 1.8 0.4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1 4.1 4.3 2.8 5.9 4.7 4.1

보육시설방과후보육 1.2 3.1 2.9 0.9 2.2 3.2 2.2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30.1 22.8 28.1 15.6 30.1 25.7 27.1

학원등 기타기관 33.3 38.9 32.2 39.2 27.9 31.6 34.0

비혈연 2.1 4.1 3.5 1.8 2.6 5.2 3.1

친정부모 1 9 1 7 2 3 2 8 1 8 2 0 2 1친정부모 1.9 1.7 2.3 2.8 1.8 2.0 2.1

시부모 0.3 1.0 0.3 0.6 - 0.4 0.4

친인척 0.9 0.7 - 0.3 - 0.8 0.4

본인 또는 남편 25.2 22.5 25.2 23.5 27.6 26.1 24.9

계

(수)

100.0

(321)

100.0

(293)

100.0

(345)

100.0

(324)

100.0

(272)

100.0

(253)

100.0

(1805)

3. 기관 이용 및 미이용 이유

가. 영유아

□ 기관 이용 이유

-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의 순임

전인적 발달은 연령차이 없고 부모 대리보호는 연령별 차이 보임

구 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

육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장래학업

도움

집근처로

이용이

편리

기타 전체(수)

전체 38.0 9.7 2.6 10.1 25.4 5.2 2.7 6.1 0.2 100(1,007)

0세아 41.9 - - 32.3 16.1 - - 6.5 3.2 100(31)

1세아 30.2 9.4 - 17.0 20.8 7.5 - 15.1 - 100(53)

2세아 44 3 3 8 0 9 12 3 24 5 5 7 2 8 5 7 - 100(106)

- 전인적 발달은 연령차이 없고, 부모 대리보호는 연령별 차이 보임

2세아 44.3 3.8 0.9 12.3 24.5 5.7 2.8 5.7 100(106)

3세아 38.2 6.4 3.5 8.1 27.7 2.9 2.9 10.4 - 100(173)

4세아 37.6 7.6 2.5 11.0 28.3 6.8 3.0 3.4 - 100(237)

5세아 35.7 11.9 3.7 7.8 27.0 4.1 4.1 5.7 -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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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이용 및 미이용 이유

□ 기관 미이용 이유

- 경제적 이유는 아이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율이 높이지는 추세를 보이며, 

이외는 별 차이 없음. 

-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은 이유가 10%에 가까움.

구 분 경제
가까운

보육시설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맡길

이유 없어서

아이가

어려서
기타 전체(수)

전체 11.1 3.6 3.0 3.0 11.4 67.4 0.5 100(729)

0세아 6.5 1.5 2.0 2.0 7.5 80.5 - 100(200)

1세아 6.2 1.6 2.6 2.1 9.8 77.7 - 100(193)

2세아 14.9 6.1 2.0 4.1 11.5 59.5 2.0 100(148)

3세아 17.3 3.7 4.9 6.2 17.3 49.4 1.2 100(81)

4세아 17.0 10.6 8.5 - 19.1 44.7 - 100(47)

5세아 30.8 3.8 3.8 3.8 19.2 38.5 - 100(26)

3. 기관 이용 및 미이용 이유

나. 초등학생

□ 기관 이용 이유

- 장래학업에 도움, 전인적 발달, 특기교육, 중고등학교 준비 순

저학년은 특기교육 고학년은 학업준비 비율이 높음

구 분
아이의

전인적발달

중고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대리보호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들

장래학업

도움

집근처

편리
기타 전체(수)

전체 15.4 13.8 14.9 4.4 7.2 1.3 40.1 2.1 0.8 100(1619)

1학년 20.1 7.6 21.1 5.5 9.3 1.0 32.9 2.4 - 100(289)

2학년 18.9 6.4 15.9 6.8 4.2 1.9 42.0 1.9 1.9 100(264)

3학년 16.3 9.6 15.7 3.2 8.6 1.9 41.5 2.2 1.0 100(313)

- 저학년은 특기교육, 고학년은 학업준비 비율이 높음

4학년 13.4 15.5 14.8 4.1 9.3 1.0 39.3 1.4 1.0 100(290)

5학년 14.1 19.1 10.8 4.1 5.4 0.8 41.9 3.3 0.4 100(241)

6학년 7.7 28.4 9.0 2.3 5.4 0.9 44.6 1.4 0.5 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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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이용 및 미이용 이유

□ 기관 미이용 이유

-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서비스의 질적의 순

- 서비스 관련된 이유가 30%를 넘음

구 분 경제
가까운

보육시설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맡길

이유 없어서

아이가

어려서
기타 전체(수)

전체 27.0 2.8 12.8 17.8 33.3 3.5 2.8 100(141)

학년

1 32.0 - 8.0 28.0 28.0 4.0 - 100(25)

2 28.0 4.0 28.0 4.0 36.0 - - 100(25)

3 21 4 3 6 2 0 0 0 100(28)3 21.4 - 3.6 25.0 50.0 - - 100(28)

4 35.0 - 5.0 10.0 40.0 5.0 5.0 100(20)

5 23.8 9.5 19.0 23.8 14.3 4.8 4.8 100(21)

6 22.7 4.5 13.6 13.6 27.3 9.1 9.1 100(22)

4. 영유아 부모의 보육관련 정책 인지 및 경험

가. 보육관련 정책 인지

-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80% 이상으로 높음

- 양육수당, 국공립 시설 확충, 직장보육 관련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종일제

시간제

직장보육

국공립

양육수당

읍·면

동

0 20 40 60 80 100

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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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 부모의 보육관련 정책 인지 및 경험

나. 보육관련 정책 경험 및 만족

직장보육

국공립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해 경험률이 읍면이

0 10 20 30 40 50

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

다자녀

종일제

시간제
읍·면

    동

국공립

양육수당

40% 이상

- 직장보육이 1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보육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읍면에서

0 10 20 30 40 50

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

다자녀

종일제

시간제

직장보육

읍·면

동

높고 그 외에는 도시에서 높음

5.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가. 아동1인당 비용

□ 영유아(전체)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은 17만3천원 (영유아의 28.0%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연령이 많아지면서 평균 비용이 높아짐, 이용률 차이에서 기인함연령이 많아지면서 평균 비용이 높아짐, 이용률 차이에서 기인함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균 비용이 높아짐

구분
연령

전체
0 1 2 3 4 5

전체 6.1 10.7 12.6 17.7 23.5 24.0 17.3

표준편차 12.9 23.2 16.1 16.3 18.1 15.9 18.5

(수) (186) (194) (235) (236) (266) (265) (1,578)

월평균소득

단위 :  만원

월평균소득

198만원 미만 4.4 6.4 11.3 11.0 16.9 16.4 11.9

198~264만원 미만 4.9 6.5 10.3 13.8 20.6 22.2 14.2

264~330만원 미만 6.4 8.1 10.1 20.3 23.0 23.0 17.1

330~494만원 미만 9.6 17.1 17.5 23.6 28.9 30.3 23.3

494만원 이상 7.3 31.6 19.1 19.8 31.6 26.7 23.9

F 0.82 4.51** 2.89* 4.91** 4.85** 5.39**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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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 영유아 비용 지불 아동

- 비용지불 영유아 1인당 월 평균은 24만원

- 연령이 많아지면서 평균 비용이 높아짐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균 지불 비용이 높아짐

단위 :  만원

구분
연령

전체
0 1 2 3 4 5

전체 19.3 26.5 20.6 22.1 25.9 25.0 24.0

표준편차 16.6 30.4 16.0 15.3 17.4 17.0 17.7

(수) (59) (78) (145) (188) (242) (254) (1,138)

월평균소득

198만원 미만 13 0 20 7 16 6 13 8 18 6 18 5 17 5198만원 미만 13.0 20.7 16.6 13.8 18.6 18.5 17.5

198~264만원 미만 20.1 21.5 20.4 18.8 23.3 23.2 21.9

264~330만원 미만 19.0 18.7 16.9 25.9 24.3 23.8 22.9

330~494만원 미만 22.5 33.3 23.1 27.4 32.2 30.9 29.3

494만원 이상 23.5 44.6 26.8 22.5 34.4 27.2 29.8

F 0.63 1.61 1.73 9.4 5.86** 6.71** 17.44**

5.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 초등학생 (전체)

- 초등학생 방과후 비용으로 1인당 월 평균은 28만 8천원 지불

- 학년이 높아지면서 다소 많아지는 경향

도시에서 읍면에 비해 약5만원 정도 더 지불- 도시에서 읍면에 비해 약5만원 정도 더 지불

단위 :  만원구분 평균 표준편차(SD) 수

전체 28.8 19.0 (1,744)

지역별

도시 29.5 19.4 (1,499)

농촌 24.0 14.6 ( 246)

학년별

1학년 25 7 14 6 ( 308)1학년 25.7 14.6 ( 308)

2학년 27.6 15.5 ( 297)

3학년 29.1 25.3 ( 340)

4학년 31.5 19.9 ( 330)

5학년 30.1 18.9 ( 259)

6학년 28.8 16.2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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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나. 가구당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 영유아 가구: 전체 및 비용지불 가구
단위 :  만원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표준

최대값 F 평균
표준

F - 전체 가구당 평균 18만3천평균 (수)
편차

최대값 F 평균
편차

F

전체 18.3 (1,496) 22.6 200.0 6.8 8.3

영유아수

1명 15.2 ( 1044) 19.8 200.0 5.5 7.3

2명 24.6 ( 422) 22.8 140.0 42.1** 9.3 8.9 50.5**

3명 37.2 ( 30) 40.9 150.0 15.6 15.9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표준

편차
최대값 F 평균

표준

편차
F

전체 가구당 평균 18만3천
원 지출 (소득대비 6.8%)

- 3자녀이면 소득 대비
15.6% 부담증가

- 비용지불 가구당 평균
28만2천원 지출

전체 28.2 ( 972) 22.6 200.0 10.5 8.3

영유아수

1명 25.8 ( 615) 18.9 200.0 9.5 7.4

2명 31.2 ( 333) 21.9 140.0 18.4** 11.8 8.5 26.5**

3명 48.4 ( 23) 40.2 150.0 20.3 15.2

(소득대비 10.5%)

-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구
부담 증가

단위 :  만원

- 전체 아동 가구당 평균
31만5 천원 지출

구분

가구 지출액

평균 (수)
표준

편차
최대값 F

5.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 초등학생 이하아동 전체가구: 전체 및 비용지불 가구

31만5 천원 지출

- 자녀 1명일 때 21만6천원
2명이 되면 39만5천원으로
증가

- 비용지불아동 가구당
평균 39만2 천원 지출

전체 31.5 (2,462) 29.2 406.0

자녀수

1명 21.6 (1,196) 24.2 406.0

2명 39.5 (1,112) 29.3 235.0 110.2**

3명 50.1 ( 149) 36.0 180.0

4명 75.7 ( 4) 48.0 130.0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F 평균

표준

편차
F

평균 39만2 천원 지출
(소득대비 12.5%)

- 자녀 1명일 때 30만8천원
2명은 44만1천원으로
증가함

전체 39.2 (1,978) 27.6 0 406.0 12.5 15.4

자녀수

1명 30.8 ( 839) 23.5 0 406.0 10.8 8.4

2명 44.1 ( 995) 27.4 0 235.0 54.8** 15.8 19.8 24.5**

3명 53.8 ( 139) 34.5 0 180.0 19.7 12.1

4명 75.7 ( 4) 48.0 27.0 130.0 26.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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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적 함의

가. 보육시설 서비스 질적 수준 등 제고 필요

- 미이용자 중 10%가 중 질적 수준, 서비스 부재, 공급 문제 제기

나.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자 지원

- 0세아 보육에 대하여 8%가 조부모가 기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다. 공공 방과후프로그램 강화

- 저소득층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필요

- 학원에 대한 인식과 이용간의 격차 완화

라. 다자녀 가구의 과도한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라. 다자녀 가구의 과도한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전액 지원자도 기타 경비 등으로 상당부분 비용 부담

마. 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 대상 홍보 필요

- 정책 인지율 제고 및 지원 체감도 증진

바.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수혜자 만족도 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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