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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racking study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Ⅱ): Focusing on 
three selected area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basic data for the dy-

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in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That is, the study is intended to build a basic data for 

policies enhancing fertility through providing community 

tracking data, which observes changes in the process of mar-

riage, child birth, and childcare and for policies on aging 

through analyz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g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for dynamic analysis include lit-

erature review, survey, and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households and communities. The survey includes 

total 901 households in three selected areas with approx-

imately 300 households each. The sample population consists 

of 138 never-married men and women aged 20 to 49 years, 373 

married women aged 15 to 49 years, and 924 persons aged 50 

and over living in the sample household.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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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sample, descriptive statistics of survey results were 

presented. Additionally, this study includes further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elderly population. It al-

so includes further analysis of Community Tracking Survey of 

2013, that focuses on the factors that affect marriage and child-

birth and on social network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First, 

efforts on acknowledging community members should be made 

regarding available policies and resources they could access. 

Second, community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that support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should be de-

veloped and enhanced. Finally, CSA(Consultant on Successful 

Ageing) by life cycle should be more actively provided.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

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조사지역의 정책현황 분석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 현황을 각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통해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본분석은 4종류의 조사표 내용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조사가구의 특성, 미혼인구의 만혼화 실태, 기혼여성의 임

신·출산·양육 실태, 그리고 중고령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고령사회분야 부가조사의 양적 분

석과 심층사례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를 서술하였다.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에서는 장기적인 심층주제를 설

정하고, 당해 연도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없이 심층연구가 가능한 주제

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주제는 미혼남녀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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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 등이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조사지역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조

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정책제언

  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홍보교육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현황 분석에서 3개 조사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다

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독자적 사업 발굴·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비예산 사업 발굴 등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 자원·인프라 이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영역에서는 홍

보거점기관 지정을 통한 정책홍보 강화, 고령사회 영역에서는 이용빈도

가 높은 노인여가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문화기능 강화를 들 수 있다.

오프라인 홍보는 정책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다.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에 있어 

보건소는 농촌지역(소태면 54.3%)에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산부인과는 

대·중소도시(정릉3동 54.5%, 영등2동 56.5%)에서 이용률이 현저히 높

다. 따라서 저출산정책 홍보거점기관을 농촌지역은 보건소, 도시지역은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등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비

치·배포하고 정책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자의 복지자원 이용실태를 보면, 농촌지역

은 경로당 이용경험이 높은 반면, 노인복지관 및 공공·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경험은 도시가 높은 수준이다. 



요약 5

  나.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필

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 모두 

도시지역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정책의 경험률에 있어서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의 홍

보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즉, 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정책 홍보의 부

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나 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자원이 되는 질적인 인

프라 자체의 부족에서도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보와 더불어 농

촌지역의 인프라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 있

는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하다. 

  다. 중고령자의 생애주기별 노후생활설계 활성화 

중고령자의 배우자 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또는 부부간의 일상생활 공유 등에 관한 

분석에서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의 구축

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등이 같이 모색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미래전망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에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막연한 기대 또는 회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가 함께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고민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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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령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에서 노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지

역에서 사회적 연계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자의 고

립생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지

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

기에 맞추어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건강관리,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여가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사례조사지역은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

지 않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으로 한정되어 자료분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추후 계속적인 추적조사

를 통해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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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어 정부 및 지자체가 각각 매년 시행계획을 작

성·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3 합계출산

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으로 

전년(1.30명)보다 0.11명 감소하여,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은 65.9명으로 전년보다 11.5명, 30대 초

반(30~34세)의 출산율은 111.4명으로 전년보다 10.5명 감소하였다(통

계청, 2014). 

한편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12년 출생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은 81.4년이고, 남자의 기대수

명은 77.9년, 여자는 84.6년으로 예상된다.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

이,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2012년 기준 40세 남

자와 여자는 각각 39.2년, 45.5년, 60세 남자와 여자는 각각 21.5년, 

26.6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출생아의 유병기간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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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자 65.2년, 여자 66.7년으로 기대수명 중 남자

는 12.7년(16.3%), 여자는 17.9년(21.2%)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유병

상태로 생존한다(통계청, 2013).

현재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노인실태조사’가 각각 전국

표본으로 3년을 주기로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실

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또는 고령사회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가 모두 횡단적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어, 매 조사마다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가 다르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포착

하는 데 문제가 있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사회적 환경변화가 관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종단적 조사방법으로서 지역추적조사 데이터를 구축하

고,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단위의 소규모 패널을 활용하여 혼인 및 출산, 양육과정에서 나

타나는 특성과 심층적 욕구의 변화,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과, 더욱 길어진 노후 삶의 다각적인 변화와 그 적응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1)을 위한 기

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신체

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과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고령화 및 노인복지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동태적 분석이란 인구학적 의미에서 확정된 개인 삶의 변화 과정에서의 적
응 모습, 역할 변화, 기능 변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오영희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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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 연구방법 

지역추적조사(Ⅰ) 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별 심층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에 대한 문헌 검토, 조사지역의 세입·세출 예산

서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 현황 분석, 종단적 조사방법

(longitudinal research)으로서 지역추적조사의 기본조사,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실시를 통한 양적‧질적 혼합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조사표본지역은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

를 통한 조사가 아닌 사례조사의 형태를 가지기는 하지만, 조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반복․추적한다는 측면에서 패널조사(panel survey)의 특성

이 있다. 조사지역 선정의 기본방향은 본 조사의 목표가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체계 구축임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활한 추적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수

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시․도 지역을 안배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오영희 외, 2013). 

그 다음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노인인구비율이 

각각 중위수(median)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자체를 추

출하였고, 농촌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특

성을 고려하여 고령화 수준 및 지속적인 조사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

의 선정하였다. 지자체 내의 동‧읍‧면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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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 주민센터 및 면 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규모, 인구 이동, 지역적 특성, 조사협조 가능성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조사지역은 서울 성북구 정

릉3동(수도권), 충북 충주시 소태면(중부권), 전북 익산시 영등2동(남부

권)이다. 조사가구는 생활권 위주로 선정하고, 가구수가 적어 1개 통‧리로 

300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근 몇 개 생활권을 묶어서 선정(1

개 통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가구수가 적을 경우 인근 통‧리 지역을 포함)

하였다.

가구조사는 3개 조사지역에서 지역별로 약 300가구씩 조사하여 총 

900가구를 조사하고, 개인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20∼49

세), 기혼여성(15∼49세), 중고령자(50세 이상) 등이다. 

나.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과 실습을 2일간 실시하였고,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4

명으로 1개 팀을 편성하여 조사지역별 2개 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가구조사와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미혼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일정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자기기입으로 작성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여 

부족한 내용은 전화 확인 등으로 보완하였다. 

제2차 현장조사 기간은 2014년 4월 23일∼5월 14일(약 20일간)이고, 

2014년의 경우 저출산분야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사회분야는 기

본조사와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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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추적조사의 조사종류 및 조사주기

조사 내용 조사주기

가구 일반사항 저출산분야(기본조사) 고령사회분야(기본조사) 매년 조사

저출산분야(부가조사) 고령사회분야(부가조사) 격년 주기

저출산분야(심층사례) 고령사회분야(심층사례) 격년 주기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다. 2013년 표본가구의 사후관리

적극적·체계적 표본관리는 패널의 지속성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

라서 지역추적조사의 표본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2013년 12월에 각 지

역별 2명의 조사원이 원표본가구를 재방문하여 가구의 주소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2차 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표 1-1〉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 표본관리 결과(2013.12.)

(단위: 가구, %)

표본관리 조사실시 결과 가구 주소 변동 현황 

구분 가구수 비율 구분 가구수 비율

응답자 843 93.6  예(변동)  58  6.9

거부/연락두절  58  6.4  아니오 785 93.1

계 901 100.0  계 843 100.0

라. 현장조사 결과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에서는 901가구를 조사완료하였다. 가구조

사의 원표본유지율은 84.9%(765가구)이고, 신규진입가구는 15.1%(136

가구)로 나타났다. 도시지역(80%)에 비하여 농촌지역(94%)에서 표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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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이 더 높았고, 대도시인 정릉3동은 미혼자조사의 사례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반면, 중소도시인 영등2동은 기혼여성조사 사례수가 많고, 

농촌지역인 소태면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사례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

을 갖고 있다. 

원표본가구에 주소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 동‧면으로의 이동이면 그 

가구는 계속 추적을 하고, 타 동‧면으로 이동하여 지역추적이 불가능한 경

우는 그 거처에 이사 온 가구를 신규 조사가구로 투입하여 조사지역별 

300가구씩 표본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 현장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전체

2013년(제1차) 조사완료수

  가구조사 300 301 300 901

  개인조사

    20∼49세 미혼자조사  62  29  32 123

    15∼49세 기혼여성조사  94 245  42 381

    50세 이상 중고령자조사 339  94 481 914

2014년(제2차) 조사완료수

  가구조사 300 301 300 901

    원표본가구 241 241 283 765

    (표본유지율: %) (80.3) (80.1) (94.3) (84.9)

    신규진입가구1)  59  60  17 136

  개인조사

    20∼49세 미혼자조사  84  30  25 138

    15∼49세 기혼여성조사 101 237  35 373

    50세 이상 중고령자조사 321 112 491 924

주: 1) 신규 진입가구: 응답거부, 전출(조사지역 이외 동‧면), 장기출타 등으로 탈락한 가구를 동일 조

사지역(통·리 단위)에서 대체함.
     2) 개인조사 표본유지율: 미혼자조사(62.6%, 123명중 77명 유지), 기혼여성조사(78.0%, 381

명중 297명 유지), 중고령자조사(84.0%, 938명중 788명 유지)

     3) 조사지역별 30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익산시 영등2동은 한 가구를 초과하여 조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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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료 처리 및 분석

조사원에 의해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에 대하여 지역별 지도원에 의하

여 1차 에디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로직 체크 및 무응답 검토 등으로 해당 

조사지역에서 재방문 또는 유무선을 통한 보완 및 수정을 실시하였다. 또

한 현장조사 완료 후 2차 에디팅을 통하여 통일된 지침에 의한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문항응답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전산입력 이전에 개인별 패널아이디 부여 작업을 실시하고, 전산입력 

후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과정과 개별 조사표 간 관련 항목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기본데이터는 결과 분석이 가능한 작

업파일로 생성되어, SPSS 또는 SAS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분석 작업이 이

루어졌다. 

본 조사는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전국 표본조사가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어 3개 지역 전체(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항 분석에서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는 일차적으로 백분율(빈

도)과 교차분석 중심으로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였다. 

  2. 연구 내용 

조사지역의 정책현황 분석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 현황을 각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통해 분석하였고, 

시·군·구를 방문하여 수집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본분석은 4종류의 조사표 내용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조사가구의 특성, 미혼인구의 만혼화 실태, 기혼여성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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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산·양육 실태, 그리고 중고령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고령사회분야 부가조사의 양적 분

석과 심층사례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를 서술하였다.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에서는 장기적인 심층주제를 설

정하고, 당해 연도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없이 심층연구가 가능한 주제

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주제는 미혼남녀

의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 등이다. 이들 분석 내용에 대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당초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가입특성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

나, 사용 가능한 변수 및 사례수 등 연구의 제한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외

하고 추후 분석과제로 남겨 두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조사지역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조

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조사 내용

가구조사는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가구 경제상태에 관한 내용이고, 각 개

인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노후준비, 건

강상태, 지역사회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연령대별 

특화된 주제로 구성하였다(표 1-4 참조). 

구체적으로 미혼자조사에서는 직업력, 현재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이

성교제 및 결혼관, 생식보건 관련 사항, 정책 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기혼여성조사는 직업력, 노후준비, 결혼력, 임신력, 자녀양육, 남편의 

가사‧육아 지원, 부모 지원, 기타 친인척 및 비혈연자 지원, 직장요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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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프라, 지역문화, 보육관련 정책 수혜 및 만족 정도 등을 알아보았다.

중고령자조사는 중고령자의 자녀 사항,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및 형

제·자매와의 관계, 가구형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노후준비, 지역사회

와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이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간병수발과 기초노령연금 수혜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도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는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격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

회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려는 맥락에서 실시되었

다. 고령사회분야 관련 문헌의 고찰 등으로 장기적인 심층분석을 위한 주

요 주제를 정리하고(표 1-3 참조), 당해 연도에는 연속적인 자료가 축적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층연구가 가능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

를 선정하였다.

〈표 1-3〉 고령사회분야 심층분석을 위한 주제 탐색

영역 고령사회 분야 

자녀 등 가족관계

– 확대가족-수정확대-핵가족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 자녀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차이가 있는가? 세대관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대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 부양의 교환실태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중고령자에게 있어 배우자란?: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2014)
– 다세대(bean pole family)의 실제 현황은? 
– 얼마나 어떤 형태로 샌드위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사회적 관계망
– 연계망의 크기와 특성 비교: 1차 조사자료의 심층분석(2014)
– 사회적 관계망의 동질성: 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 가치관, 정보교환 등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 중고령자의 직업력, 은퇴에 관한 연구
–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과정의 탐색

건강 및 지역사회자원
–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인의 간병수발 실태
– 여가문화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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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기본 조사내용

영역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미혼 남녀(20∼49세) 기혼 여자(15∼49세) 중고령 남녀(50세 이상)

가구

특성

(공통)

–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직업, 종교,

                 등록 장애인 여부 

– 가구 경제상태: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및 부담되는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소득 항목별 소득 유무 및 연간 소득 금액, 주택 소유형태 및 주택 가격

– 가구원 변동사항: 신규‧분가‧사망 가구원 수 및 변동 이유

개인

특성

(공통)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개인 특성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가족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변화) 거주거리

 ∙ (변화) 경제적 도움 

– 자녀 일반 사항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자녀와의 관계

 ∙ (변화) 자녀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배우자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형제‧자매수

노후

준비
–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및

         준비금

건강

상태

– 흡연․음주 및 생식보건 

  관련 검진
– 생식보건 관련 검진 – (변화)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연령

대별 

특화된 

주제

<결혼 등 미래 설계>

– 이성교제 여부

– 결혼에 대한 전망

<임신 및 출산>

– 결혼력

– 임신‧출산력

– 자녀관

<자녀 양육>

– 이용 시설 및 서비스

– 양육 비용 및 시간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여부

<가족 지원 사항>

– 가사 및 육아 지원 사항

<직장 요인>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

<5년 내 변화>

– 경제 활동 및 경제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

–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 친구‧이웃 

<여가문화활동>

– 여행, 평생교육

- 컴퓨터 및 핸드폰 이용 정도

- 기타여가문화 활동

- 자원봉사활동

<65세 이상 노인>

– 기능상태 및 가족수발

지역

사회

요인

– 

– 보육관련 인프라 접근성 

  및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 여가시설 및 보건소 접근성

  및 이용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정책

요인
– 결혼관련 정책의 인지도

–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책의

  수혜 정도

– 기초노령연금 수혜 여부

  (65세 이상 노인)

자료: 오영희 외(20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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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14년도 고령사회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내용

영역 고령사회분야(배우자와의 관계) 

부가조사

– 경제 공동체: 노후준비 실태(2013)+상호 논의 여부
– 일상생활: 함께 하는 활동
– 가사노동, 돌봄의 공유 및 교환
 ∙ 청소, 빨래, 장보기 등의 역할분담 및 시간
– 감정적 유대 및 지지 
 ∙ 삶에서의 배우자의 중요성
 ∙ 주관적 동의 정도(대화, 생각, 부부생활, 신뢰) 
 ∙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공통점 및 차이점 
 ∙ 부부간의 구체적인 갈등
–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부부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전화, 방문시 의논의 주 상대
 ∙ 자녀와의 구체적인 갈등
 ∙ 자녀에 대한 부양관(부모에 대한 부양관과 비교)
– 양가제로의 변화 정도
 ∙ 본가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부양의 차이(2013)+태도
– 문화여가활동의 공유 여부: 따로 또는 같이
– 사회적 연계망의 공통성
 ∙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 가치관: 동일 또는 차이점

심층사례연구

– 일일 시간표: 부부 함께 및 따로 
– 대화의 양, 내용, 방법 등
–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제공에서의 합의 여부
– 부부관계의 변화와 평가: 서로에게 고마운 점, 섭섭한 점
– 부부관계의 변화(회고적 관점): 생애주기별 변화
– 위기, 즐거웠던 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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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현황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가. 개요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보육·교

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

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

가 낮고, 정부 주도 색채가 강해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마련하고, 2010년 10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표 2-1〉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비교

구분 1차 계획 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
사회

주요대상 65세 이상 소득․건강 취약노인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통 (추진방식) 정부 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조사지역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현황 분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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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

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① ‘출산

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분야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

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

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하였으며,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

반 구축’분야는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

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

속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였다.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

도개선’분야는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

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

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는 저출산·고

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인식 및 가치

관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였다.

나. 정책현황

저출산영역 정책은 총 95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세부과제수

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4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46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5개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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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저출산영역 정책과제

분야 부문별 과제수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4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3

유연근로형태 도입여건 조성 3

가족친화직장‧

사회환경조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2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2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3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3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2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4

양육수당 지원 확대 1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5

사교육비 경감대책 1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4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5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1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6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1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1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2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1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4

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
체계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3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1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1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4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조성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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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영역 정책은 총 78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부문별 세부과제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36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30개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2개이다.

특징적인 것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고령사회 대책 

일부로 베이비붐 세대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표 2-3〉 고령사회영역 정책과제

분야 부문별 과제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3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4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4

중고령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 정착 2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4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2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7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조성 2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1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활충 및 질적 고도화 2

일자리 사업 체계화 1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2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2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2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3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3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4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2

의료비 지출 적정화 1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4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3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2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1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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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영역 정책은 총 58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부문별 세부과제

수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31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3개, 고령친화산업 육성 14개이다.

〈표 2-4〉 성장동력영역 정책과제

분야 부문별 과제수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5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4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2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5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주택분야 제도개선 2

금융분야 제도개선 3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미래 재정위험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3

고령친화
산업 육성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4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3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2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 신설 및 시장 활성화 2

  2. 고령사회 보완계획

2011년부터 수립․추진 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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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고령사회 보완

계획이 마련되었다.

가.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1차 보완)

우리사회 생산․소비의 중심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 

퇴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인

구집단인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개인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숙련 노동력 감소, 삶의 

질 저하 등 위험요인과 고학력․경제성장 경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등 기회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

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

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표 2-5 참조).

이 대책 보완방안은 밝고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고

용연장, 사회공헌, 노후소득보장 및 유망산업기반 마련 등 3대 분야 30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

서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베이

비붐 세대가 우리사회의 부담 요인이 아닌 새로운 활력소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주체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중소기업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생 100세 시대에 삶의 후반전을 스스로 준

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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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제1차 베이비붐 세대 대책 정책과제

분야 과제수 및 추진과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고용연장)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 뒷받침

3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

취업지원강화 및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4

베이비부머 희망찾기(중소기업 현장연수) 지원

퇴‧전직지원강화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연령 기준 조정

상생형 일자리 
지속 발굴

6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산학협력 촉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시니어‧청년세대간 상생 유도

개인 행복과
사회적 자본
의 조화촉진
(사회공헌)

전문분야별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4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사회참여 지원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ODA 등 글로벌 사회공헌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관련 시스템 정비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2
성인친화형 대학 확대 및 방송대 활용 평생학습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평생학습도시 보급 확대

여가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3

관광 콘텐츠 발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건강관리 지원

노후소득
보장 및 
유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 강화 4

퇴직연금 관련 규제합리화 및 세제 개편

세제적격 연금 무배당 상품 허용 등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설계서비스 인지도 및 품질 제고

주택연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유망산업 육성기반 
마련

4

고령친화상품 통계생산체계 구축

고령친화용품 R&D 확대

화장품관련 수출지원, 규제완화 등 항노화 산업 육성

U-health 산업 활성화

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2차 보완)

베이비붐 세대 퇴직문제를 정책의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 제고, 고

용지표 개선, 인프라 확대 등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이나 고령자 채용기피 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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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음식, 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에 치중하며, 창업후 생존율도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

식하에 2012년 7월 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베이비붐 세

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

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일과 사회 활동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기본방

향으로 5대 분야 31개 과제로 구성하였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표 2-6〉 제2차 베이비붐 세대 대책 정책과제

분야 과제수 및 추진과제

종합지원

생애후반기 설계 지원 강화 2
가칭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후진단지표 고도화 및 노후설계서비스 확산

통계정보 제공기반 구축 1 종합포탈 구축 및 실태조사

건강지원체계 내실화 1 건강지원체계 내실화

재취업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2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율적 정년연장 지원 / 임금피크제 확산

베이비붐 세대 취업능력 향상 
지원

3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

함께 일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2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퇴직 전문인력 적합 일자리 확대

창업‧창직

경력 기반의 창직 여건 조성 2
전용공간 제공

경력활용 확대

준비된 창업 유도 3

상권정보 제공

교육‧컨설팅강화

맞춤형 사업화 지원

귀농‧귀촌

one-stop 정보 제공 2
귀농‧귀촌종합정보제공

사회적 붐 조성

통합형‧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실시

2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를 통한 귀농지원

맞춤형‧창업형 교육 확대

정착이행ㆍ자립지원 2
지역자원 활용 현장교육 확대

농지구입, 주택신축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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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

계획(3차 보완)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2012

년 10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 총 62개 핵

심과제로 구성되었다. 62개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과제중 

40개과제를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 22개를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새롭

게 추가된 신규과제 22개는 <표 2-7>과 같다.

신규 핵심과제는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산 유도 

및 장래 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한 종합 포털 구축, 노사정위원회 등 사

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안 마련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뒷받침 강화, 고령사회정책 인프라로 ‘(가칭)노후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분야 과제수 및 추진과제

자원봉사

나눔 프로그램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4

나눔프로그램 발굴‧확대

드림 봉사단 구성

단체 지원

공공기관 선도모델 마련

경제발전경험‧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 확대

5

봉사단 파견확대 및 교육 강화

무상원조사업 참여

EDCF 컨설팅 전문인력 활용

MDB 자문단 운영

KSP 정책자문관 개도국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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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제2차 고령사회 보완계획 정책과제

분야 과제수 및 신규 추진과제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공․사적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1 공․사적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 1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수명 
연장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
체계 구축

2
여성건강을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건강행태개선 토털케어체계 마련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3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정착 및 개선

농어촌 거주 노인 대상 ‘건강지킴이’운영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

노인건강 제도기반 마련 및 
치매노인관리체계 구축

1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고령화 대비 의료비 재정 
합리화 노력

2
임종기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구조조정 방안 마련

사회참여 
활성화로 
적극적 
노년의 삶

더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주된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년제 개선 검토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자원봉사 및 여가활동 활성화 1 해외봉사 활동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교통
환경조성

고령자가 살기좋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2

고령 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노력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강화

노후설계서비스 지원강화 1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 실시

인프라 
육성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 육성 4

노인복지정책 통합 수행

「고령자 사회참여 종합지원시스템」운영

소외노인 서비스 체계화 및 돌봄인력 양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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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지역의 정책추진 환경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보완계획을 바탕

으로 매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출산장

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

례 개발을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추진과제로 설정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적합형 정책

추진이 긴요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 여건 및 인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사지역의 인구구조와 더불어 재정적 

측면에서의 정책추진 환경이 어떠한지, 즉 재정자립․자주도, 세입․세출예

산, 매칭펀드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구구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심각한 수준의 초저출산 구조를 극복하고 다

가오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사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3개

지역 모두 감소하고 있고,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추세이

다. 이는 초저출산 현상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개 지역 모두 70% 초반대

의 인구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편입되기 전

까지는 추세적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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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역시 특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충주시의 경우 이미 고

령사회(14%)에 진입해 있고, 노인인구보다 유소년인구가 적은 ‘인구역전

현상’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다(표 2-8 참조).

〈표 2-8〉 조사지역별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명, %)

구분 연도
인구수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2010년 488,932 69,804 14.2 366,015 74.9 53,113 10.9

성북구 2011년 185,171 67,662 13.9 362,426 74.7 55,083 11.4

2012년 481,857 65,327 13.6 358,530 74.4 58,000 12.0

2010년 307,289 50,204 16.3 217,817 70.9 49,627 16.1

익산시 2011년 309,804 48,287 15.6 221,006 71.3 40,520 13.1

2012년 306,469 46,564 15.2 217,671 71.0 42,234 13.8

2010년 208,481 32,103 15.4 146,410 70.2 37,321 17.9

충주시 2011년 208,433 30,791 14.8 146,978 70.5 30,664 14.7

2012년 208,447 29,698 14.2 147,045 70.5 31,704 15.2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합계출산율은 성북구 1.0명, 충주시․익산시 1.3명으로 초저출산 현상

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익산시의 경우 출산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앞의 <표 2-8>에서 나타난 유소년인구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추이를 감안한다

면, 합계출산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해야 저출산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

인다.

노령화지수는 76.1~116.3%까지 분포되어 있고 조사지역에 따라 연도

별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나, 100%에 육박하거나 초과한 수준이다. 노령

화지수가 유소년인구 대비 노인인구로 산출되므로 유소년인구 감소추세,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조사지역 모두 수년 내 인구역전현상

이 발생하여 노령화지수 100% 이상으로 진전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2장 조사지역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현황 분석 35

〈표 2-9〉 조사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노령화지수

(단위: 명, %)

구분
합계출산율(명) 노령화지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북구 1.048 1.062 1.044  76.1 81.4  88.8

익산시 1.337 1.340 1.426  98.9 83.9  90.7

충주시 1.346 1.324 1.305 116.3 99.6 106.8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2014.5.30.), 각 년도.

  2. 재정자립․자주도

대부분의 정책은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재정지표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한 경

우 독자적인 지역특화정책 개발과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정책추진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

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4%에서 2013년 51.1%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

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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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특․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이,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 시․구에 비해 군지역이 하락폭은 낮지만, 재정자립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0〉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평균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특·광역시 81.4 80.3 78.5 73.9 73.8 72.7 68.3 68.6 69.1 66.8

도지역 41.3 36.6 36.1 34.9 39.5 33.3 31.6 33.0 34.8 34.1

시지역 38.8 40.6 39.4 39.5 40.7 40.7 40.0 38.0 37.1 36.8

군지역 16.6 16.5 16.1 16.6 17.2 17.8 18.0 17.1 16.4 16.1

자치구 42.6 44.3 40.5 37.5 37.1 37.3 35.4 36.6 36.0 33.9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2014.5.30.), 각 년도.

조사지역의 2013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성북구 30.5%, 익산시 

20.7%, 충주시 18.8%로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

태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간 비교에서, 성북

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 11.3%p, 익산시는 전라북도 시평균에 0.5%p, 

충주시는 충청북도 시평균에 8.7%p 미달함으로써 해당 시·도내에서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재원조달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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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조사지역별 재정자립도 추이 비교

(단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특별시

 시본청 85.7 90.4 83.4 88.8 88.7 87.7

 자치구평균 51.0 50.8 49.3 47.7 46.0 41.8

 성북구 41.2 40.6 34.8 35.8 33.4 30.5

전라북도

 도본청 15.3 17.5 17.3 18.6 21.1 19.1

 시･군평균 18.9 18.4 19.3 18.3 18.4 18.5

 시평균 22.5 21.6 22.6 20.9 21.1 21.2

 익산시 24.2 22.6 24.4 23.3 22.9 20.7

충청북도

 도본청 27.0 25.4 25.1 24.1 27.6 27.4

 시･군평균 25.8 26.4 26.9 24.4 24.5 24.1

 시평균 31.9 31.8 32.8 28.5 28.2 27.5

 군평균 20.8 22.0 22.1 21.1 21.4 21.4

 충주시 20.9 20.1 20.3 20.7 18.5 18.8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2014.5.30.), 각 년도.

나.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

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

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

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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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6.6%로,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

기의 여파로 급락한 후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이다. 다만, 시와 자치

구의 재정자주도는 2008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시 4.3%p, 자치

구 10.9%p)로, 이는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2〉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연도별 전국평균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2008년 79.5 82.0 50.7 72.0 64.8 63.1

2009년 78.9 81.2 49.5 71.5 64.6 61.8

2010년 75.7 76.3 46.0 69.1 62.2 57.9

2011년 76.7 78.5 47.5 68.7 62.7 56.2

2012년 77.2 79.2 49.2 68.4 62.9 55.6

2013년 76.6 77.4 48.8 67.7 63.9 52.2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2014.5.30.), 각 년도.

조사지역의 2013년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성북구 60.5%, 충주시 

64.0%, 익산시 57.6%로,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

원이 전체 세입 중 60%선을 상하회하고 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간 비교에서도, 성북구는 서울시 자

치구 평균에 3.0%p, 익산시는 전라북도 시평균에 2.6%p 미달하지만, 충

주시는 충청북도 시평균에 0.7%p 상회하고 있다. 해당 시·도 내에서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하지만, 재원사용

면에서의 자주권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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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조사지역별 재정자주도 추이 비교

(단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특별시

 시본청 92.0 92.2 84.2 89.7 89.6 88.5

 자치구평균 77.1 77.1 73.8 70.6 69.2 63.5

 성북구 74.9 76.1 68.7 66.9 65.5 60.5

전라북도

 도본청 38.3 41.5 38.4 38.1 41.1 38.3

 시‧군평균 64.0 63.9 62.0 60.9 60.9 60.5

 시평균 64.7 64.7 62.8 60.9 61.2 60.2

 익산시 62.6 61.4 63.2 61.2 62.3 57.6

충청북도

 도본청 47.7 45.6 42.2 42.5 47.3 47.3

 시‧군평균 68.3 67.9 66.3 64.9 65 64.7

 군평균 66.8 67.0 65.4 65.3 65.5 65.8

 시평균 70.1 69.0 67.5 64.4 64.3 63.3

 충주시 70.5 68.7 64.6 60.8 64.2 64.0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2014.5.30.), 각 년도.

  3. 예산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현황

예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세입예산은 한 회계연도내 모든 수입에 대한 예정액을 말한다. 세입․세

출은 항상 동일액으로 세입을 넘어선 세출이 발생할 수 없고, 세입예산액

만큼 세출예산액이 결정되게 된다. 

2014년 조사지역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성북구 4,184억 

56백만원, 익산시 7,341억 29백만원, 충주시 5,980억 26백만원으로서 

예산규모면에서 익산시, 충주시가 성북구보다 각각 75.4%, 42.9% 크다.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조사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지만,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중앙 및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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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이 예산규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익산시, 충주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성북구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2-14〉 조사지역별 일반회계 세입현황(2014년)

(단위：백만원) 

구분 성북구 익산시 충주시

 총계 418,456 734,129 598,026

 지방세 수입 63,934 103,099 81,100

 세외수입 35,901 26,011 19,222

 지방교부세 4,750 225,294 262,24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4,774 23,000 23,321

 보조금 186,624 331,605 196,066

 지방채 - 4,0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473 21,120 16,077

자료: 성북구청, 충주시청, 익산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5.30.)

나. 일반회계 세출현황

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총지출에 대한 예산을 말한다. 세입예산의 

범위안에서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지출한도와 내용을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다. 세출예산은 아래 <표 2-15>와 같이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되

는데, 장, 관, 항, 세항별로 분류하고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세목

별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된다. 즉, 경비의 성질을 위배하여 다른 경비

로 계획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보건’ 장에 편

성되어 있다. 어느 자치단체든 사회복지 예산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일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익산시가 가장 크고(2,605억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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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북구(2,142억원), 충주시(1,663억원)의 순이다. 이는 출생아

수, 노인인구수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 수혜계층의 많고 적음이 반

영된 것으로, 익산시는 노인인구수는 조사지역중 중위에 해당하지만(익

산시 42천명, 성북구 58천명, 충주시 32천명), 합계출산율은 높은 수준

이다(익산시 1.426, 성북구 1.044, 충주시 1.305).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의 영향이 세출예산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15〉 조사지역별 일반회계 세출현황(2014년)

(단위：백만원) 

구분 성북구 익산시 충주시

 총계 418,456 734,129 598,026

 일반공공행정 33,129 34,420 44,572

 공공질서 및 안전 1,151 9,120 8,333

 교육 8,727 10,718 8,976

 문화 및 관광 12,452 35,164 45,058

 환경보호 14,038 49,318 28,659

 사회복지 214,159 260,538 166,342

 보건 11,049 12,493 10,356

 농림해양수산 154 133,766 76,564

 산업․중소기업 3,914 16,283 9,521

 수송 및 교통 6,223 33,329 70,112

 국토 및 자원개발 6,017 31,670 21,142

 예비비 4,184 10,677 5,769

 기타 103,260 96,634 102,622

자료: 성북구청, 충주시청, 익산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4. 매칭펀드

가. 보조사업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

를 처리할 수는 없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관할구역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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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한편, 국가는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구분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하는 과제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과제로 구분된다. 상당수 과제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국가보조사업에 해당한다.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기준보

조율은 <표 2-16>과 같다.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적용되

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재

정자주도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3),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

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재정자주도 계산식은｛(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

계 예산규모｝×100이며,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
를 사용함.

3)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계산식은｛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세
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100이며,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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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70. 청소년시설 확충     서울: 30, 지방: 70~88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울: 30,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0

115.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

     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 중 보조금지급 제외대상 사업 163개를 지정하고 있다. 이중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27개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2-17 참조). 따라서 이들 사업의 경우 반드

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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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43.

45.

46.

47.

58.

63.

81.

82.

83.

청소년상담실 운영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역봉사사업

공동생활가정 운영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85.

86.

87.

88.

89.

90.

91.

92.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95.

97.

99.

100.

101.

105.

106.

116.

127.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제3절 조사지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현황

조사지역의 세입․세출예산서를 기반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

진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산서를 토대로 하는 정책현황 분석의 한계점은 

지자체마다 예산편성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밀한 접근은 어렵다

는 것이다. 즉, 어떤 자치단체는 정책 사업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예

산을 편성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세목별 구분없이 몇 개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묶어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추진여부를 파

악하거나, 추진과제수의 다소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공시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정책추진상황의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재원이 투입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활성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각 정책 사업들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분담

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가 전액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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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 정책

가. 성북구

성북구의 저출산 정책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환경조성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영역

은 주로 제도개선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단위에서 과제가 추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출생아기 축하

금을 지급하고 있다(표 2-18 참조). 

그 외 성북구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총 20

개 과제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자체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모자보건 건강관리, 아기평생 건강지킴이,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교복물려주기 알뜰장터 운영, 성

북예술창작지원센터 방과후 교실,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운영,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선도·보호

활동, 청소년 위기관리 지원센터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캠프, 청소

년참여 정책 창안대회, 문예체 인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마을 미디어 

학교, 멘토링 지원사업,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친환경 급식지원

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등이다.

〈표 2-18〉 성북구 저출산정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시비 구비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출생아기 축하금 지급 627 - - 627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모자보건사업 977 295 341 341 



4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자료: 성북구청 재정공시 자료(2014).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시비 구비

  모자보건 건강관리 30 - - 30 

  아기평생 건강지킴이 68 - - 6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기428 128 150 150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70 35 11 2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283 147 73 73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4,861 17,821 41,569 15,471 

  가정양육수당 지원 17,089 7,047 7,399 2,64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0 - - 230 

  수요자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305 - 80 22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10 212 250 248 

  지역아동센터 지원 190 - - 190 

  결식아동 급식지원 1,753 97 828 828 

  교복물려주기 알뜰장터 운영 7 - - 7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 방과후 교실 35 - - 35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운영 4 - -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38 - - 38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83 - - 83 

  청소년선도‧보호활동 32 - - 32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69 35 17 17 

  청소년 위기관리 지원센터 운영 10 - - 10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캠프 30 - - 30 

  청소년참여 정책 창안대회 30 - - 30 

  문예체 인성 프로그램 운영 30 - - 30 

  청소년 마을 미디어 학교 60 - - 60 

  멘토링 지원사업 90 - - 90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100 - - 100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446 2 14 430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 29 - - 29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360 108 126 126 

  아동친화도시 조성 19 - - 19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 8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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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익산시

익산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영역에서도 5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조사지역보다는 과제수가 많은 편이다. 동 영역에서 전적으

로 시비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 행복한 다자녀상 

선발,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등 3개 과제가 운영되고 있으

며, 영유아 육아용품지원사업,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사업은 도의 일부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그 외 다른 영역에서 시비로만 운영하는 사업은 임산부 280건강관리

비 지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운영, 

희망두드림센터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활동 지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7개 사업이다.

〈표 2-19〉 익산시 저출산정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출산장려금 지원 484 - - 484 

  영유아 육아용품지원사업 11 - 3 8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10 - 3 7 

  행복한 다자녀상 선발 11 - - 11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3 - - 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 520 - - 520 

  난임부부지원사업 439 219 88 13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검사 및 의료비 162 81 24 57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7 21 3 3 

  모성과 영유아 보건사업 48 24 5 19 

  영양플러스 사업 240 120 24 96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309 216 3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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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익산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영유아 보육료 27,639 19,347 3,317 4,975 

  누리과정 보육료 11,796 1,676 9,761 359 

  가정양육수당 8,659 6,061 1,299 1,299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37 22 8 -

  보육시설 확충 35 - 35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52 391 130 130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62 - - 162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57 - 45 12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40 28 5 7 

  아이돌보미사업 894 626 107 16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8 11 8 9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511 1,223 502 786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운영 51 - - 51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급식비 지원 972 243 243 486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177 71 53 53 

  결식아동 급식지원 1,088 331 593 165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484 242 73 169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운영 300 300 -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80 40 - 40 

  청소년 쉼터 운영 143 72 21 50 

  희망두드림센터 운영 40 - - 40 

  아동발달지원계좌 177 124 26 27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65 46 - 19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85 - 19 66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 - - 14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5 2 1 2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지원 등 41 - - 41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400 200 200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08 40 - 68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460 70 64 326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140 70 21 49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20 - - 2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70 135 4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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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주시

충주시의 저출산 정책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환경조성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영역

에서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과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지역아동센

터 학습용 컴퓨터 지원, 어린이집 보호구역 유지관리,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표 2-20〉 충주시 저출산정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인구증가 시책 추진 50 - - 5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모자보건사업 운영 2,474 330 457 1,687 

  아장아장 건강첫걸음 206 103 21 82 

  영유아보육료 지원 17,136 11,138 2,999 2,999 

  누리과정 지원 7,332 - 7,332 -　

  가정양육수당 지원 5,752 3,739 1,006 1,007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99 - - 99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32 316 158 158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15 9 3 3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 15 7 4 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27 649 83 19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842 921 276 645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컴퓨터 지원 39 - - 39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146 72 22 51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356 300 - 56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3 42 41 　-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12 56 17 39 

  결식아동 급식지원 2,504 - 89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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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충주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2. 고령사회 정책

가. 성북구

성북구의 고령사회 정책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친화

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

계 구축은 주로 제도개선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단위에서 과제가 추

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적을 수밖에 없다.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노인건강진단, 성북 청춘건강대학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노인복지증진사업,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정릉1

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이다(표 2-21 참조).

한편, 비예산 사업으로 웰컴투 경로당 및 헬로우 마니또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전자는 관내 157개 경로당과 성북구 직원 또는 지역단체를 1:1

로 연계하여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 말벗 및 안부 확인을 하는 것

을, 후자는 시설 미이용 독거노인과 이웃주민을 마니또로 연계하여 주 2회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은 기본계획보다 1년 늦게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요보호아동 그룹홈 44 18 8 1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94 66 8 20 

  키쑥쑥 건강튼튼(청소년) 40 20 4 16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45 - - 45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 지원 20 - - 20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 512 512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44 72 72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60 180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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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

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

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관 운영,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관광산업 진흥,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이다(표 2-22 참조).

〈표 2-21〉 성북구 고령사회정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시비 구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노인건강진단 3 - - 3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278 110 33 13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지원 3,098 930 1,084 1,084 

  노인 의치보철사업 274 137 69 68 

  치매조기검진사업 21 11 3 7 

  치매지원센터 운영 523 - 273 250 

  재가관리사 사업 97 - 97 -　

  스포츠바우처 사업 92 64 14 14 

  성북 청춘건강대학 운영 14 - - 14 

  자원봉사 활성화 129 28 - 10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26 - - 26 

  노인복지증진사업 237 - - 237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1,769 12 483 1,27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장수마을 환경개선 등) 451 - 100 351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5,471 - 139 5,333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5,658 400 - 5,258 

  경로식당 운영 488 - 355 1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289 145 72 7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463 193 173 97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54 - 254 -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24 - - 24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37 - - 37 

자료: 성북구청 재정공시 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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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성북구 베이비붐 세대 대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시비 구비

장년 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77 - - 77 

  마을기업 육성 131 65 32 34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123 - - 123 

  협동조합 활성화 35 - - 3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45 - - 245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34 - - 34 

  평생학습관 운영 121 - - 121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630 - - 630 

  관광산업 진흥 60 - - 60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4 - - 4 

자료: 성북구청 재정공시 자료(2014).

나. 익산시

익산시의 고령사회 정책 역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실버경찰대 운영, 노인일

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치매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노인건강증

진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센터 운영, 식사배달서비스, 효도수당 등이다(표 

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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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익산시 고령사회정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실버경찰대 운영 90 - - 90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73 - - 73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4,038 2,019 808 1,211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48 24 5 19 

  노인의치보철사업 217 109 33 76 

  치매상담센터 운영 27 13 7 7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235 118 35 85 

  치매예방관리사업 43 22 4 17 

  치매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15 - - 15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30 - - 30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94 97 97 -

  스포츠바우처 사업 193 135 29 29 

  자원봉사 지원 172 28 41 103 

  자원봉사센터 운영 334 - - 334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 45 - 11 34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20 14 3 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742 540 61 141 

  찾아가는 문화활동 15 - 7 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 25 25 -

  위험도로 개선 100 50 50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12 - 34 78 

  저상버스 도입 보조 336 148 86 102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369 258 37 74 

  식사배달서비스 등 5 - - 5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 47 - 14 33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지원 619 404 67 148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1,210 847 145 218 

  무료 경로식당 233 116 58 58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27 91 57 79 

  효도수당 8 - - 8 

자료: 익산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은 익산시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

나,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금강권 관광 공동사업이 유일하다(표 

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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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익산시 베이비붐 세대 대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장년 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안

  취업박람회 개최 40 - 16 24 

  맞춤형 교육인력 교육지원사업 180 - 54 12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67 233 70 163 

  마을기업 육성사업 90 45 13 32 

  사회적기업 육성 753 554 71 128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00 180 20 -

  귀농정착지원 108 - 16 92 

  농촌체험마을 조성 300 150 150 -

  금강권 관광 공동사업 30 - - 30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45 22 9 14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100 50 50 -

  귀농귀촌 교육운영 5 3 2 -

자료: 익산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다. 충주시

충주시의 고령사회 정책 역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은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노인 소일거리 지원사업, 게이트볼장 인

조잔디 및 전천후시설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노인복지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 효도수당 

및 효도지팡이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다(표 2-25 참조).

이 가운데 노인 소일거리 지원사업은 25개 희망경로당을 대상으로 관

내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노인농장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과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 충청북도와 매칭으로 9988 행복

나누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

는 경로당을 선정하여 강사파견을 통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

당 이용노인들의 여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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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충주시 고령사회정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통합건강증진사업 984 479 98 406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764 357 95 31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사업 3,894 1,857 309 1,728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5 - - 15 

  노인 소일거리 지원사업 20 - - 20 

  9988행복 나누미 519 - 156 363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전천후시설 설치 273 - - 273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31 28 15 288 

  노인여가문화 조성 826 - 179 64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190 602 514 3,074 

  문화바우처 사업 328 227 18 8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7 24 7 1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 - - 4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 720 - 77 643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10 - - 10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 35 18 3 1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90 343 44 103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25 - - 25 

  노인복지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 34 - - 34 

  효도수당 및 효도지팡이 지원 28 - - 28 

자료: 충주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은 충주시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고,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

업은 총 12개 사업이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산학연 지원(중소, 벤처기

업 기술지원), 지역일자리 공시,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평생학습 축제, 평

생교육도시 조성,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 및 운영,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및 농촌체험 축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 

귀농귀촌반 전문기술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등이다(표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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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충주시 베이비붐 세대 대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도비 시비

장년 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8 - - 308 

  산학연 지원(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230 - - 2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37 319 62 256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90 81 - 9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13 461 38 115 

  지역일자리 공시 80 - - 80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218 - - 218 

  귀농‧귀촌인지원사업 75 - 6 69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00 100 30 70 

  평생교육 지원 114 16 10 88 

  충북 평생교육 공모사업 10 - 10 -

  평생학습 축제 6 - - 6 

  평생교육도시 조성 45 - - 45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 및 운영 155 - - 155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및 농촌체험 축제 76 - - 7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238 - - 238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 11 - - 11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

  귀농귀촌반 전문기술교육 47 - - 47 

  여성농업인 교육 4 - - 4 

자료: 충주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3. 성장동력 정책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정책 부문은 제도개선 및 산업육성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사업의 

활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추진사업은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

합 프로그램 활성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에 맞춰져 있다. 

추진사업 수는 익산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으로 충주시, 성북구이다

(표 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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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자치단체별 성장동력정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과제 예산총액 국비/기금 시비 구비

성북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0 - - 50 

충주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19 329 90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563 - 225 338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7 33 7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50 175 23 52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16 11 2 3 

익산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925 608 124 193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40 - 16 24 

  U턴기업 취업여성지원 62 - - 62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147 103 15 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69 314 45 110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10 - - 10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173 - 70 10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36 94 14 28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21 17 2 2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 - - 10 

자료: 성북구청, 충주시청, 익산시청 재정공시 자료(2014).

  4.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가임기여성, 베이비붐 

세대, 노인 등 사실상 전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규모 재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상당수 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재원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자립

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3개 조사지역의 재정자립도(성북구 30.5%, 익산시 20.7%,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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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18.8%)는 해당 시·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

라 독자적 사업 발굴·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실제 자체재원을 활용

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예산면에서

도 소액이라는 것으로 가시화되어 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세외수

입 확대 등 재원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저출산정책과 관련해서는 3개 지역 모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

경 조성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정책 활성도 측면에서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과제

의 경우 성북구가 총 18개 과제로 다른 2개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많고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2개 지역보다 

10%p 가량 높아 독자적 정책 개발·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재정상황을 이유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예산 사업 발

굴이나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3개 지역 모두 6~7개 자체사업을 추진 중

이다.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웰컴투 경로

당, 헬로우 마니또 프로젝트, 노인소일거리 지원사업 등 다른 지역에 전

파하여 전국에 확산시킬 여지가 있는 정책사업도 눈에 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양상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소규모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

업들을 확산해 나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유사 사업들은 도입하

거나 새롭게 발굴하는 등의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정책의 한 분야인 베이비붐 세대 대책은 비교적 활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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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주체로 활용하고 노인인

구로 편입되기 전에 서둘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장

동력 정책은 3개 조사지역 모두 다문화가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

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제도개선과 산업육성이 맞물려 있고, 

대규모 재정투입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

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역 활력 증진 없이는 고령화 부담이 배가될 수밖

에 없다. 향후 고령화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활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3개 조사지역의 인구규모면에서는 두드러진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유소년 인구 감소 추세는 이미 확연하고, 노인인구 증가추세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2-8 참조). 충주시의 경우 이

미 유소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고, 성북

구와 익산시 또한 조만간 동일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

출산·고령화 대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

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단체, 주민 등 모두가 합심

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해결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지역전체가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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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

사(Ⅱ)로 실시한 가구조사, 미혼자조사,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 등 4

종류의 조사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통계량을 서술하였다. 

제1절 조사가구의 특성

본 절은 가구조사 결과의 분석으로 조사응답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구주의 일반특성, 그리고 조사응답 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였다. 

  1. 조사가구의 구조적 특성 

2차 지역추적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는 총 901가구이고, 지역별로

는 성북구 정릉3동이 300가구, 익산시 영등2동은 301가구, 충주시 소태

면 300가구 등이다. 

<표 3-1>에서 조사지역별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

인가구가 20.3%, 부부가구 17.7%, 자녀동거가구 57.3%, 기타가구 

4.7%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인 가구가 4.7%, 부부가구 14.3%, 자

녀동거가구 80.4%, 기타가구 0.7% 등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1인 가구가 

25.3%, 부부가구 44.0%, 자녀동거가구 21.7%, 기타가구 9.0% 등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2개 도시지역에서는 자녀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초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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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농촌지역인 소태면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가구단위의 동거가구원 수를 보면,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1명 20.3%, 2명 28.0%, 3명 25.0%, 4명 

16.0%, 5명 이상 10.7%로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이고, 익산시 영등2동

은 1명 4.7%, 2명 15.3%, 3명 22.3%, 4명 47.5%, 5명 이상 10.3%로 평

균가구원수는 3.5명으로 가장 많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1명 

25.3%, 2명 50.7%, 3명 13.7%, 4명 5.0%, 5명 이상 5.3% 등으로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으로 동거가구원수가 가장 적다. 

동거가구원의 연령은 개인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항목을 선정하는 중요

한 변수로 활용된다. 미혼자조사 및 기혼여성조사 대상자는 주로 20∼49

세 연령층의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되고, 중고령자조사는 5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대상자이며, 9세 이하 연령층은 기혼여성조사 내의 자녀양육 

관련 조사내용과 연관된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9세 이하는 8.6%, 10

∼19세 12.2%, 20∼49세 38.2%, 50세 이상 40.9% 등으로 청장년층과 

중고령자 비율이 비슷하고, 익산시 영등2동은 9세 이하가 19.5%, 10∼

19세 20.7%, 20∼49세 47.9%, 50세 이상 11.9% 등으로 20∼49세 청

장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충주시 소태면은 19세 이하가 9.8%, 20∼49

세 14.6%, 50세 이상 75.6% 등으로 2개 도시지역에 비하여 중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19세 이하 연령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49세 연령층의 혼인상태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유배우(기혼)

상태가 57.5%, 미혼 38.3%, 무배우(기혼) 4.2% 등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유배우(기혼)상태가 62.1%, 미혼 32.6%, 무배우(기혼) 5.3% 등으로 2개 

지역은 유배우자(기혼) 비율이 약 60% 정도인데 비하여, 익산시 영등2동

은 유배우(기혼) 비율이 91.8%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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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사지역별 가구 일반사항

(단위: %, 명, 가구, 세)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가구형태

  1인 가구 20.3 4.7 25.3

  부부 가구 17.7 14.3 44.0

  자녀동거가구  57.3 80.4 21.7

  기타 가구 4.7 0.7 9.0

동거 가구원 수

  1명 20.3 4.7 25.3

  2명 28.0 15.3 50.7

  3명 25.0 22.3 13.7

  4명 16.0 47.5 5.0

  5명 이상 10.7 10.3 5.3

  (평균) (2.7) (3.5) (2.2)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동거 가구원 연령

  9세 이하 8.6 19.5 5.8

  10∼19세 12.2 20.7 4.0

  20∼29세 8.8 3.9 2.5

  30∼39세 13.4 20.2 3.8

  40∼49세 16.0 23.8 8.3

  50∼59세 14.9 5.8 20.5

  60세 이상 26.0 6.1 55.1

  (평균) (42.5) (29.7) (57.9)

계 100.0 100.0 100.0

(명) (818) (1,040) (653)

20∼49세 동거가구원의 혼인상태

  미혼 38.3 7.2 32.6

  유배우(기혼) 57.5 91.8 62.1

  무배우(기혼) 4.2 1.0 5.3

계 100.0 100.0 100.0

(명) (313) (499) (95)

50세 이상 동거가구원의 혼인상태

  미혼 1.8 0.8 0.6

  유배우(기혼) 66.3 82.1 74.7

  무배우(기혼) 31.9 17.1 24.7

계 100.0 100.0 100.0

(명) (335) (123)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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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혼인상태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유배

우(기혼) 66.3%, 무배우(기혼) 31.9%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유배우(기혼) 

82.1%, 무배우(기혼) 17.1%이며, 충주시 소태면은 유배우(기혼) 74.7%, 

무배우(기혼) 24.7%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적은 익산시 영등2동의 

유배우(기혼)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가 72.3%, 여자 

27.7%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가 94.7%, 여자 5.3%이며, 충주시 소

태면은 남자 76.0%, 여자 24.0% 등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타지역

에 비하여 남자 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높다(표 3-2 참조).

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65세 이상이 36.3%로 

가장 많고, 55∼64세 21.0%, 45∼54세 20.3%, 35∼44세 15.3% 등의 

순으로 평균 연령이 57.2세이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35∼44세가 

45.2%로 약 절반 정도이며, 45∼54세 27.9%, 34세 이하 11.3% 등으로 

평균 연령이 45.5세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은 65세 이상

이 59.0%로 과반수이고, 55∼64세 22.3%, 45∼54세 15.0% 등으로 평

균 연령이 66.0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익산시 영등2동과 가구주 평균 

연령을 비교하면 약 20세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8.8%

로 가장 많고, 대학 이상 24.1%, 초등학교 이하 18.7%, 중학교 18.4% 등

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익산시 영등2동은 대학 이

상의 비율이 62.8%로 매우 높고, 고등학교 27.6%, 중학교 이하는 9.6% 

이다. 가구주 연령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은 초등학교 이하가 51.7%로 가

장 많고, 고등학교 20.0%, 중학교 17.3%, 대학 이상 11.0% 등이다.

가구주의 취업률은 익산시 영등2동이 88.7%로 가장 높고, 충주시 소

태면 85.7%, 성동구 정릉3동 69.0% 등이다. 취업중인 가구주의 종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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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성북구 정릉3동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3.7%로 가장 많고, 익산시 

영등2동은 사무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약 

21%이며,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가 80.5% 

등으로 3개 조사지역의 산업특성이 다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2〉 조사지역별 가구주 일반사항

(단위: %,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가구주 성

  남자 72.3 94.7 76.0

  여자 27.7 5.3 24.0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7.0 11.3 0.3

  35∼44세 15.3 45.2 3.3

  45∼54세 20.3 27.9 15.0

  55∼64세 21.0 6.3 22.3

  65세 이상 36.3 9.3 59.0

  (평균)   (57.2)  (45.5)   (66.0)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8.7 7.6 51.7

  중학교 18.4 2.0 17.3

  고등학교 38.8 27.6 20.0

  대학 이상 24.1 62.8 11.0

가구주의 취업 여부

  예(취업) 69.0 88.7 85.7

  아니오 31.0 11.3 14.3

계 100.0 100.0 100.0

(명) (300) (301) (300)

가구주의 종사 직종1)

  관리자 5.3 6.0 0.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7 12.0 1.9

  사무 종사자 10.1 21.3 0.4

  서비스 종사자 7.7 5.2 3.9

  판매 종사자 13.5 7.1 1.9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 2.2 8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9 17.2 2.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5 21.7 1.2

  단순노무 종사자 23.7 6.0 7.0

  기타 0.5 1.1 　-

계 100.0 100.0 100.0

(명) (207) (267) (257)

주: 1) 현재 취업중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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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가구의 경제상황 

응답가구의 2013년 가구소득에서 소득종류별 소득원 여부를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사적이전소득이 79.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근로소득 74.3%, 공적이전소득 54.7%, 사업소득 19.3%, 재산소득 13.0% 

등의 순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사적이전소득이 8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근로소득이 78.4%, 사업소득 27.2%, 공적이전소득 23.6%, 재산

소득 11.3% 등의 순이다. 충주시 소태면은 사적이전소득이 89.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공적이전소득 75.0%, 사업소득 80.3%, 근로소득 

29.0%, 재산소득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세 지역이 

공통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도시지역은 근로소득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농업에 의한 사업소득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0만원 미만 21.5%, 100∼

200만원 미만 21.1%, 200∼300만원 미만 17.8%, 500만원 이상 16.1%, 

300∼400만원 미만 14.4%, 400∼500만원 미만 9.1% 등으로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가구(42.6%) 비율이 높았다. 익산시 영등2동은 300∼

400만원 미만 30.4%, 500만원 이상 24.4%, 400∼500만원 미만 17.7%, 

200∼300만원 미만 14.4%, 100∼200만원 미만 6.7%, 100만원 미만 

6.4% 등으로 400만원 이상의 중산층이 전체의 약 40% 수준이다. 충주시 

소태면은 1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원 미만 

25.3%, 200∼300만원 미만 16.0%, 300∼400만원 미만 10.3%, 500만

원 이상 9.0%, 400∼500만원 미만 6.0% 등의 순으로 200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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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조사지역별 2013년 가구소득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소득종류별 소득원1)

  근로소득 74.3 78.4 29.0

  사업소득 19.3 27.2 80.3

  재산소득 13.0 11.3 18.0

  사적이전소득 79.0 84.1 89.3

  공적이전소득 54.7 23.6 75.0

  기타소득2) 81.7 87.4 94.7

(대상 가구수) (300) (301) (300)

월평균 가구소득액3)

  100만원 미만 21.5 6.4 33.3

  100∼200만원 미만 21.1 6.7 25.3

  200∼300만원 미만 17.8 14.4 16.0

  300∼400만원 미만 14.4 30.4 10.3

  400∼500만원 미만 9.1 17.7 6.0

  500만원 이상 16.1 24.4 9.0

계 100.0 100.0 100.0

(가구) (298) (299) (300)

주관적 생활수준

  매우 높다 0.3 0.7 -

  높은 편이다 3.0 8.6 8.3

  그저 그렇다 40.7 74.8 57.7

  낮은 편이다 42.7 13.0 29.3

  매우 낮다 13.3 3.0 4.7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예(수급) 5.7 0.7 4.0

  아니오 94.3 99.3 96.0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주: 1) 소득종류별 소득이 있다고 한 비율임.          
     2)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환급금, 할인혜택(무료 쿠폰)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사적

이전소득 등에서 구분되지 않은 소득임. 조사응답가구의 경우 2013년 조사답례품으로 제공

한 농협상품권이 포함되어 기타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월평균 가구 소득액=(연간 총소득/12)의 값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수준의 경우 ‘낮은 편이다’ 또는 ‘매우 

낮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56.0%,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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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2동은 16.0%, 충주시 소태면은 34.0% 등이고,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은 3.3%, 익산시 영등2동은 9.3%, 

충주시 소태면은 8.3% 등이다. 3개 조사지역에서 익산시 영등2동이 주관적 

생활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성북구 정릉3동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충주

시 소태면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주관적 생활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0.7%로 가

장 낮고,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5.7%, 4.0%이다.

<표 3-4>에서 조사가구의 2013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0∼200만원 미만이 3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만원 미만 22.3%, 200∼300만원 미만이 21.7%이

며, 300∼400만원 미만 10.7%, 400만원 이상 6.0% 등의 순이다. 익산

시 영등2동은 300∼400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00∼

300만원 미만이 35.3%, 400만원 이상 13.3%, 100∼200만원 미만 

9.3%, 100만원 미만 5.3% 등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100만원 미만이 

42.7%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미만 34.3%, 200∼300만원 미만 

13.3%, 300∼400만원 미만 5.7%, 400만원 이상 4.0% 등으로 나타났

다. 3개 지역 중 자녀동거 비율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적은 익산시 영등2

동의 소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비 중 첫 번째 부담되는 지출항목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북구 정

릉3동은 주거관련비(28.3%)과 식료품비(18.0%), 의료비(13.3%) 등의 순

으로 응답하였고,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고 미혼자녀동거 비율이 높

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교육비(39.3%), 식료품비(25.0%), 통신비

(7.0%) 등의 순이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관련비(33.0%), 의

료비(19.7%), 식료품(13.0%) 등의 순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

거관련비와 의료비의 부담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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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담되는 지출항목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응답을 받은 

결과, 성북구 정릉3동은 주거관련비(70.0%)과 식료품비(56.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64.1%)와 교육비

(55.1%), 충주시 소태면은 주거관련비(69.0%)와 교통비(37.7%)라고 응답

하였다. 

〈표 3-4〉 조사지역별 2013년 가구소비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100만원 미만 22.3 5.3 42.7

  100∼200만원 미만 39.3 9.3 34.3

  200∼300만원 미만 21.7 35.3 13.3

  300∼400만원 미만 10.7 36.7 5.7

  400만원 이상 6.0 13.3 4.0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0) (300)

  첫 번째 부담되는 지출 항목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18.0 25.0 13.0

    주거관련비 28.3 3.7 33.0

    교육비 10.3 39.3 4.7

    의료비 13.3 5.3 19.7

    교통비 1.7 2.7 12.7

    통신비 3.3 7.0 1.3

    경조비 4.3 4.7 6.3

    부채상환 13.0 6.3 3.0

    기타 5.0 4.0 2.3

    없음 2.7 2.0 4.0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부담되는 지출 항목(복수응답률)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56.0 64.1 28.0

    주거관련비 70.0 37.2 69.0

    교육비(보육비 포함) 20.3 55.1 8.0

    의료비 28.7 13.3 36.3

    교통비 12.3 22.3 37.7

    통신비 28.3 27.2 15.0

    경조비 18.7 14.6 28.7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20.7 17.9 5.3

    기타 15.0 20.9 8.0



7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표 3-5>에서 주택의 소유상태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자가소유율

이 52.7%이고, 전세 26.7%, 월세 16.3%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

시 소태면은 자가소유율이 각각 86.4%, 87.7% 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주택 종류는 성북구 정릉3동은 단독주택이 54.5%, 다세대 

주택이 38.1% 등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대부분 아파트(99.7%)이며, 충

주시 소태면은 98.0%가 단독주택이다.

〈표 3-5〉 조사지역별 주거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주거 소유상태

  자가 52.7 86.4 87.7

  전세 26.7 7.0 -　

  월세 16.3 4.3 2.3

  기타 4.3 2.3 10.0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54.5 　- 98.0

  아파트 1.0 99.7 -

  연립주택 6.4 0.3 -

  다세대주택(빌라) 38.1 - -

  기타 - - 2.0

계 100.0 100.0 100.0

(가구) (300) (301) (300)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개요

다음으로 3개 조사지역에서 조사된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가구에 한정하여 추가 조사한 항목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도록 

한다. 조사내용은 주로 수급 전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이전의 주된 생계책임자, 수급 전 가계가 어려울 

때 주된 생계유지 대처방법, 급여신청방법, 급여를 받게 된 이유, 향후의 

자립가능성 등에 대한 사항이다. 동 내용은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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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심층사례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 성격을 가짐을 미리 밝혀둔다. 

〈표 3-6〉은 사례조사 가구 중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기본

적인 특성들을 가구형태별로 정리한 것으로, 세 지역에서 총 31가구가 조

사되었다.4) 31가구 중 가장 많은 가구형태는 1인 가구(15가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가 10가구, 기타가구 4가구, 부부가구 2가구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월세가 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세 9가구, 자가 7

가구, 무상 4가구였다. 특히 주택의 자기 소유의 비율이 낮고 월세 비율이 

높다는 점, 수급가구의 전세보증금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5)에서 

수급가구의 주거 불안전성을 엿볼 수 있다.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은 1인 가구가 평균 47.9만원, 부부 가구가 75만

원, 자녀동거가구가 100만원, 기타가구가 75.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담

되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주거비가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13가구), 그 

다음으로 식료품비(8가구), 부채상환(3가구), 의료비/교통비(2가구), 통신비/

경조비/기타6)(1가구) 순이었다. 한편, 1인 가구에서는 식료품비의 빈도가 제

일 높은 반면, 자녀동거가구에서는 주거비가 가장 많이 나옴을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을 보면, 70대가 12가구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9가구, 

80대 4가구, 60대 3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은 여자가 

20가구로 남자 11가구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무학과 초등학교

가 각각 8가구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부분이 모두 5가구씩 나타나 저학

력의 경향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점으로는 31가구 중 8가구의 가

구주가 장애인이었으며,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한편, 가

4) 성북구 정릉3동 17가구, 익산시 영등2동 2가구, 충주시 소태면 12가구이며, 사례수가 적
은 점을 고려하여 이하의 내용에서는 조사지역별로 구분하지 않도록 함. 

5) 조사된 수급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최저 1,100만원부터 최고 4,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6) 기타 응답은 비동거자녀 생활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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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내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21가구로 취업자가 있는 가구(10가구)보다 

많았으며, 1인 가구의 대다수는 미취업이었다. 

〈표 3-6〉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일반특성

(단위: 가구, 만원) 

구분 1인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사레수

주거형태

  자가 4 - 2 1  7

  전세 7 - 1 1  9

  월세 2 2 5 2 11

  무상 2 - 2 -  4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47.9 75.0 100.0 75.8 70.0

가장 부담되는 월평균 지출 항목

  식료품비 5 1 2 -  8

  주거비 4 - 5 4 13

  의료비 1 - 1 -  2

  교통비 1 1 - -  2

  통신비 1 - - -  1

  경조비 - - 1 -  1

  부채상환 2 - 1 -  3

  기타 1 - - -  1

가구주 연령

  30대 - - 1 -  1

  40대 - - 2 -  2

  50대 2 1 2 4  9

  60대 3 - - -  3

  70대 7 - 5 - 12

  80대 3 1 - -  4

가구주 성별

  남자 3 2 3 3 11

  여자 12 - 7 1 20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5 - 3 -  8

  초등학교 4 1 - 3  8

  중학교 3 1 1 -  5

  고등학교 2 - 3 -  5

  대학 이상 1 - 3 1  5

가구주 장애인 등록여부

  등록 3 1 2 2  8

  미등록 12 1 8 2 23

가구원 내 취업자 유무

  있음 3 - 5 2 10

  없음 12 2 5 2 21

(사례수) (15) (2) (10) (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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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되기 이전 주된 생계책임자

에 대한 응답이다(1순위~3순위). 주된 생계책임자(1순위)는 주로 가구주 

본인(24가구)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4가구, 부모 2가구, 자녀 1가구

였다. 주된 생계책임자 2순위에서는 친구 및 이웃․지인이 5가구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각각 4가구, 자녀가 3가구, 본인

(가구주)과 부모, 민간단체가 각각 2가구, 친인척 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급 전과 관련된 문항은 가구사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현재

의 가구사항을 토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사표 검토 결과, 

특이하게 나타난 점은 2순위의 친구 및 이웃․지인의 도움은 모두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1인 가구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가족구조 및 관계의 변화 등 사례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은 가구(2순위)

는 자녀동거/기타가구의 모두 50대 여자 가구주 가구였다. 이러한 차이 

역시 지역사회 인프라 등의 지역 특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

차에 따른 것인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전 주된 생계책임자

(단위: 가구)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본인(가구주) 24 2 1

 배우자  4 4 1

 부모  2 2 -

 자녀  1 3 3

 형제·자매 - 4 -

 친인척 - 1 4

 친구 및 이웃·지인 - 5 1

 민간단체(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 - 2 3

 기타 - - 1

 (사례수) (31) (23) (14)

주: 순위별 가구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순위별로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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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되기 전 생계유지 대처 방법에 대한 문

항중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새로운 경제활동 준비 내지

는 추가적인 경제활동이었다(11가구). 그 다음으로는 예금․적금 등을 사

용하거나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음(각각 5가구), 친인척․지인 등에게 경제

적 도움을 요청하여 받음(4가구), 부채를 통한 생계유지(3가구), 부동산 

처분/민간단체 도움/기타(각각 1가구) 순이었다. 생계유지 대처 방법 2순

위에서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7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친인척․지인 등에게 경제적 도움 요청 5가구, 부채를 통한 생계유지

가 4가구, 새로운 경제활동 준비 또는 추가적인 경제활동과 민간단체의 

도움이 각각 3가구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경제활동 준비 및 활동은 가계가 어려울 때,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수급 전 당시의 가구형태, 가구

주를 비롯한 가구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 장애인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 사례연구 진행 시, 예금․적

금 사용, 부채를 통한 생활, 가족 외의 도움 요청, 부동산 처분 등의 가계

가 어려울 때의 취하는 방법들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표 검토결과,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 70대 여자 가구주의 경우, 전세

를 줄여가면서 남는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수급자가 된 사례가 1건 

있었다. 예를 들면, 이 가구가 전세를 줄여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여

건, 경제활동(가능)여부 등의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한편, 별 다른 대

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생계유지 대처 방법에서 제법 빈도가 나온 것 역

시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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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전 가계가 어려울 때 생계유지 대처 방법

(단위: 가구)

구분 1순위 2순위

 예금․적금 등 사용  5   -

 마이너스 통장 개설, 사채 이용 등 빚을 내어 생활  3   4

 부동산(아파트, 빌라, 건물, 토지 등)을 처분하여 생활비 마련  1   -

 가구원이 새로이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함  11   3

 친인척․지인 등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여 받음  4   5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복지관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음  1   3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음  5   7

 기타   1   -

 (사례수) (31) (22)

주: 기타는 전세를 줄여서 발생한 돈으로 생활을 한 경우임.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방법을 살펴보면, 31가구 중 24

가구가 직접 신청을, 6가구가 간접신청, 1가구가 기타로 대부분 제도에 

직접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신청을 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접신

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법

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직권신청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

다. 조사표 검토 결과, 간접신청을 한 6개의 사례 중 4개가 1인가구였고, 

이 중 3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모두 70대 이상이었다. 또한 기타(동네 사

람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가구 역시 80대 여자의 1인 가구였다. 이를 고

려해볼 때, 추후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계가 어려우나 자

칫 고립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찾는 방법에 대한 탐색과 지자체 차원에서

의 직권신청으로의 연결고리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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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방법

(단위: 가구)

    구분 직접 신청1) 간접 신청2) 기타3) (사례수)

급여 신청 방법 24 6 1 (31)

주: 1) 직접신청: (본인을 포함한) 가구구성원, 친척 등이 직접 신청
     2) 간접신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통장, 사회복지사에 의해 신청
     3) 기타: 1개 사례는 ‘동네사람을 통해서’로 응답함. 

<표 3-10>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돌봄과 간병 등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서’였다. 이는 앞서 제시

된 문항인 가계가 어려울 때, 생계유지를 위한 대처방법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었던 ‘새로이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의 배경과도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이러한 배경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원의 문

제인지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편,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소득이 줄어서’였고, 그 다음이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상실’,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하여’

의 순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급여수급의 잠

재성이 있는 가구들은 이미 가구 소득의 충분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더불

어 가족구조의 변화가 강력한 영향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가

구의 경제활동에 관한 직업력을 비롯하여 가족구조의 변화과정 등을 탐

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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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가구)

구분 가구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돌봄과 간병 등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20

이혼, 사망, 가구원 분가 등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4

일은 하고 있었으나, 소득이 줄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져서  6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져서  1

의료비 등 지출규모가 커져서  -

(사례수) (31)

마지막으로 <표 3-11>은 급여 수급 없이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는 시기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동 문항은 현재의 가구 상황과 관련

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 따라 가구들을 배치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는 총 31가구 중 24가구가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이 3가구, 잘 모르겠음이 2가구, 6개월 미만과 1년~3년 미만이 각각 

1가구로 나타났다. 대부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특히 

1인 가구는 모두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응답한 점이 특징적이다.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에서 역시 모두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

구주가 여자일 경우, 수치면에서 볼 때 남자보다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가구 내 취업자가 있는 10가구 중 8가구가 자립가

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표 검토결과, 이들은 대부분 농․임․

어업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다. 

한편, 기타가구에 속하고, 주거형태가 월세이며, 가구주가 남자이며

(50대, 초등학교), 장애인은 아니나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가구(1가구)의 

경우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 내에 자립이 가능할 것으

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추적하여 자립가능성의 배경이나 역

학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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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향후 생활자립이 가능한 시기

(단위: 가구)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벗어나기

힘듦

잘 

모르겠음
사례수

가구형태

  1인가구 - - - - 15 - 15

  부부가구 - - - 1  1 -  2

  자녀동거가구 - - 1 2  6 1  9

  기타가구 1 - - -  2 1  4

주거형태

  자가 - - - -  7 -  7

  전세 - - - -  9 -  9

  월세 1 - 1 3  4 2 11

  무상 - - - -  4 -  4

가구주 연령

  30대 - - - -  - 1  1

  40대 - - - 1  1 -  2

  50대 1 - 1 2  4 1  9

  60대 - - - -  3 -  3

  70대 - - - - 12 - 12

  80대 - - - -  4 -  4

가구주 성별

  남자 1 - - 2  7 1 11

  여자 - - 1 1 17 1 20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 - - -  8 -  8

  초등학교 1 - - 1  6 -  8

  중학교 - - - 1  4 -  5

  고등학교 - - 1 1  3 -  5

  대학 이상 - - - -  3 2  5

가구주 장애인 등록여부

  등록 - - - 2  6 -  8

  미등록 1 - 1 1 18 2 23

가구원 내 취업자 유무

  있음 - - - 2  8 - 10

  없음 1 - 1 1 16 2 21

(사례수) (1) (-) (1) (3) (24) (2) (31)

이상의 내용들은 사례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추후 질적 연구에 의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한 내용으로 현재의 가구정보

를 기초로 당시 가구의 가족구조,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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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된 현재까지의 과정 및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대상자 가구들이 3개의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수성의 맥락에서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제2절 미혼인구의 만혼화 실태7)

본 절에서는 2013년에 시행된 1차 조사에 이어 미혼인구의 만혼화 경

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14년에는 저출산 분야의 기본조사가 이루

어졌다.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3

동,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2동 및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세 지역을 대상

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미혼자의 학력, 직업력, 경제상황 및 결혼준비, 이

성교제 및 결혼관, 보건관련 사항 및 정책적 요인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3년에 다루지 않았던 ‘결혼에 대비한 경제적인 준비’ 및 ‘결혼에 대한 

생각’ 관련 문항과, ‘건강관리’ 문항 등이 추가되었다.

1차 조사의 분석결과에서 사용한 미혼지속기간은 조사 당시 미혼인구

의 연령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을 미혼지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센서링 효과(censoring effect)를 

유의하여야 한다. 고연령층일수록 이미 결혼한 인구는 조사대상 집단에

서 빠져나감으로써 남아 있는 고연령 미혼인구는 동일 연령(코호트)의 전

체 집단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오영희 외, 2013). 

7)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미혼지속기간’, ‘총교육연장기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혼
지속기간’은 조사 당시 미혼인구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총교육연장기간’은 중학교까지의 

학력을 0으로 둔 뒤 고등학교 이후의 총 교육기간(휴학이나 군입대 등을 포함하여 최종
학력 졸업 혹은 재학)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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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지역 미혼인구의 일반특성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미혼인구는 총 139명이다(표 3-12 참조). 

조사가 완료된 총 139명 중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동일하게 조사

대상자가 유지된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 42명, 익산시 영등2동 15명, 충

주시 소태면 20명으로 성북구 정릉3동이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였고(20명 탈락, 42명 진입), 익산시 영등2동

은 약 50% 정도가 탈락한 뒤에 탈락한 정도만큼 다시 진입하였다. 충주

시 소태면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탈락한 인원이 제일 적지만(12명), 미

혼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사에 응답하는 인원이 적

어 새로운 조사대상자가 5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2013년에 비해 미혼

인구가 적게 나타났다. 

미혼인구의 성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 50명, 여

자 34명으로 총 84명,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 18명, 여자 12명으로 총 

30명,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1명, 여자 4명으로 총 25명이다. 2013년

에는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가 34명, 여자 28명, 총 62명으로 2차 조사

에서 22명이 더 조사되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 13명, 여자 16명, 총 

29명으로 1명이 더 조사되었으며,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6명, 여자 6

명, 총 32명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조사완료 대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령분포는 2013년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서 20

대 분포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2013년 

48.4%에서 2014년 52.4%로 증가하였고, 익산시 영등2동은 2013년 

65.5%에서 76.6%로 증가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30대가 2013

년 28.2%에서 48.0%로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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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뀌었다거나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10대 인구가 조사대상으로 새로 

편입이 되면서 20대가 증가했다기보다 조사대상자가 2013년에 비해 양

적으로 증가한 결과이거나(성북구 정릉3동), 조사거부로 인해 새로운 가

구를 조사대상으로 확장하는 중에 나타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가구소득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29.8%로 가

장 높게 분포하였고, 익산시 영등2동은 400~50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높았다. 충주시 소태면은 300~400만원 미만이 24.0%로 가장 많았

으나, 4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도 각각 20%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의 가구소득 분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크게 변동이 보이지 않았다. 대

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세 지역 모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에 

이어 반복 조사된 총 139명의 조사대상자 중 한 명만이 2014년 대학에 

진학하였다.

취업 여부 역시 큰 변동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

시 소태면은 취업한 상태가 많아졌고, 익산시 영등2동은 반대로 비취업

이 48.3%에서 56.7%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저연령층이 조

사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8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표 3-12〉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일반특성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

  남자 50( 59.5) 18( 60.0) 21( 84.0) 34( 54.8) 13( 44.8) 26( 81.3)

  여자 34( 40.5) 12( 40.0) 4( 16.0) 28( 45.2) 16( 55.2)  6( 18.8)

연령

  20∼24세 25( 29.8) 16( 53.3) 2(  8.0) 17( 27.4) 14( 48.3)  9( 28.1)

  25∼29세 19( 22.6) 7( 23.3) 8( 32.0) 13( 21.0)  5( 17.2) 10( 31.3)

  30∼34세 20( 23.8) 4( 13.3) 8( 32.0) 16( 25.8)  6( 20.7)  7( 21.9)

  35∼39세 10( 11.9) 1(  3.3) 4( 16.0)  5(  8.1)  1(  3.4)  2(  6.3)

  40∼44세 7(  8.3) 1(  3.3) 3( 12.0)  7( 11.3)  1(  3.4)  4( 12.5)

  45∼49세 3(  3.6) 1(  3.3) -  4(  6.5)  2(  6.9)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  9.5) 1(  3.3) 3( 12.0)  7( 10.7)  1(  3.6)  4( 13.3)

  100~200만원 미만 15( 17.9) 2(  6.7) 3( 12.0) 13( 21.4)  1(  3.6)  6( 20.0)

  200~300만원 미만 12( 14.3) 7( 23.3) 3( 12.0) 12( 19.6)  8( 28.6)  7( 23.3)

  300~400만원 미만 16( 19.0) 5( 16.7) 6( 24.0) 10( 16.1)  3( 10.7)  5( 16.7)

  400~500만원 미만 8(  9.5) 9( 30.0) 5( 20.0)  8( 12.5)  8( 28.6)  4( 13.3)

  500만원 이상 25( 29.8) 6( 20.0) 5( 20.0) 12( 19.6)  7( 25.0)  4( 13.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 1(  4.0) - -  1(  3.1)

  중학교 2(  2.4) 1(  3.3) 1(  4.0)  2(  3.2)  1(  3.4) -

  고등학교 20( 23.8) 3( 10.0) 5( 20.0) 14( 22.6)  1(  3.4) 8( 25.0)

  대학 이상 62( 73.8) 26( 86.7) 18( 72.0) 46( 74.2) 18( 93.1) 23( 71.9)

취업 여부  

  예(취업) 56( 66.7) 13( 43.3) 20( 80.0) 36( 58.1) 15( 51.7) 24( 75.0)

  아니오 28( 33.3) 17( 56.7) 5( 20.0) 26( 41.9) 14( 48.3)  8( 25.0)

계(%) 84(100.0) 30(100.0) 25(100.0) 62(100.0) 29(100.0) 32(100.0)

<표 3-13>은 조사지역의 2014년과 2013년 연령별 성별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와 여자 모두 2013년보다 20~24세의 

분포가 늘어났고, 30대의 분포는 줄어들었다. 익산시 영등2동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20~24세의 비율이 56.3%에서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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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어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20~24세 남자가 크게 줄었다. 여자는 전체 

조사대상자가 2013년 6명이었으나, 2014년에 2명이 줄어 4명에 그쳤다.

〈표 3-13〉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연령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4년

  20∼24세 13( 26.0) 12( 35.3) 7( 38.9) 9( 75.0) 1(  4.8) 1(  25.0)

  25∼29세 9( 18.0) 10( 29.4) 5( 27.8) 2( 16.7) 7( 33.3) 1(  25.0)

  30∼34세 16( 32.0) 4( 11.8) 4( 22.2) - 6( 28.6) 2(  50.0)

  35∼39세 7( 14.0) 3(  8.8) - 1(  8.3) 4( 19.0) -

  40∼44세 4(  8.0) 3(  8.8) 1(  5.6) - 3( 14.3) -

  45∼49세 1(  2.0) 2(  5.9) 1(  5.6) - - -

  계(%) 50(100.0) 34(100.0) 18(100.0) 12(100.0) 21(100.0) 4(100.0)

2013년

  20∼24세  8( 23.5)  9( 32.1)  5( 38.5)  9( 56.3)  7( 26.9)  2( 33.3)

  25∼29세  8( 23.5)  5( 17.9)  2( 15.4)  3( 18.8)  7( 26.9)  3( 50.0)

  30∼34세 10( 29.4)  6( 21.4)  4( 30.8)  2( 12.5)  6( 23.1)  1( 16.7)

  35∼39세  3(  8.8)  2(  7.1)  1(  7.7) -  2(  7.7) -

  40∼44세  4( 11.8)  3( 10.7) -  1(  6.3)  4( 15.4) -

  45∼49세  1(  2.9)  3( 10.7)  1(  7.7)  1(  6.3) - -

  계(%) 34(100.0) 28(100.0) 13(100.0) 16(100.0) 26(100.0)  6(100.0)

  2. 교육과 만혼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 보고서에

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육수준 외에 총교육연장기간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교육연장기간은 고등학교부터 최종학력 

재학 혹은 졸업기간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최근 미혼인구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조사대상자 중 중학교 이

하의 학력은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기

간은 0으로 계산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최종학력 졸업 시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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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여 총교육연장기간으로 정의하고, 총교육연장기

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연관성, 그리고 총교육연장기간과 결혼행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교육과 미혼지속기간

2013년 지역추적조사를 통해 본 교육과 만혼화의 상관성은 익산시 영

등2동 남자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대부분 기존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2014년 조사대상자 중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 한 명

에 불과했다. 학력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의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6.3년, 여자 

6.5년, 익산시 영등2동 남자 7.4년, 여자 6.0년, 충주시 소태면 남자 7.8

년, 여자 9.4년으로 평균 4년제 대학까지의 기간으로 보인다(표 3-14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여자 중 45~49세의 총교육연장기간은 평균 16.9%로 

월등히 긴데, 2명 중 한 명이 늦게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까지 다니

게 되면서 평균치가 증가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의 총교

육연장기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 사례수가 적고 고연

령층이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 남자는 대

학원에 진학한 경우는 1명에 불과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후에 대

학교에 진학한 경우와 대학교 졸업에 10년 가량 걸린 기간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상승하였다. 충주시 소태면 여자 역시 4명 중 2명이 

고등학교 졸업 후 늦게 대학교에 진학하여 총교육연장기간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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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연령별 평균 총교육연장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24세 6.6(13) 6.3(12) 5.7( 7) 5.6( 9) 6.1( 1) 4.9(1)

25∼29세 6.6( 9) 6.6(10) 11.0( 5) 6.4( 2) 7.3( 7) 6.9(1)

30∼34세 6.6(16) 3.9( 4) 7.4( 4) - 7.9( 6) 12.9(2)

35∼39세 6.9( 7) 5.9( 3) - 8.9( 1) 5.3( 4) -

40∼44세 3.5( 4) 3.6( 3) 4.9( 1) - 12.7( 3) -

45∼49세 2.9( 1) 16.9( 2) 2.9( 1) - - -

전체(명) 6.3(50) 6.5(34) 7.4(17) 6.0(12) 7.8(19) 9.4(4)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경우만 제

외하고 2013년과 동일한 상관성을 보였다(그림 3-1 참조). 성북구 정릉3

동 남자는 미약하게나마 추세선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유지가 된 경우가 22명이고 새로 조사된 대상자가 28명이어서 새로

운 대상자가 추가되어 이들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30.3세였다. 그

러나 2014년에 표본이 유지가 된 경우의 평균 미혼지속기간이 31.6세, 

새로 진입한 경우가 29.1세로, 새로 진입한 집단의 연령이 약간 낮았다.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은 2013년 5.9년이었는데, 표본유지가 된 경우 평

균 총교육연장기간이 7.0년, 새로 진입한 집단이 평균 5.8년이었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표본유지가 된 경우에서는 30대 초반에서 총교육연장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평균값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은 지역별, 성별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관성 정도는 추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더 명확

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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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단위: 년, 세)

성북구 정릉3동(남자) 성북구 정릉3동(여자)

익산시 영등2동(남자) 익산시 영등2동(여자)

충주시 소태면(남자) 충주시 소태면(여자)

〔그림 3-2〕는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여자에 비

해 남자가 대학교 기간 내 간격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간격발생의 주 이

유는 모든 지역에서 군복무로 나타났다.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취

업준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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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

(단위: 명)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며 간격이 생긴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

이나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몇 사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북구 정릉3동

은 남자 8명, 여자 10명에서 간격 발생이 있었다(그림 3-3 참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재수 등의 상위학교급으로 진학하기 위한 간격 발생이었

다. 진학할 때의 간격 발생은 총교육연장기간을 늘려 추후 취업이나 결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고등학교-대학교급 간격 발생 이유

(단위: 명)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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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 결혼행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결혼에 관한 의식 내지 가치관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오영희 외, 2013). 결혼행태에는 결혼의

사, 결혼계획연령,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또한, 결혼 

외에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의사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3-15>는 세 지역 중 성별로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결과

이다. 결혼의사는 설문지를 통해 6가지로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

하고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였다. 총교육연장기간과 결혼의사는 큰 상

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경우 총교육연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하고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에 비해 여

자의 결혼의사가 낮았다. 특히 도시 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여자

의 결혼의사가 57.7%에 불과하였다. 2명이지만 충주시 소태면 여자가 모

두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년 이하 63.6(11) 40.0( 5)  66.6( 3) - 50.0( 6) -

3~7년 이하 90.0(10) 61.5(13) 75.0( 4) 66.7( 9) 100.0( 2) 100.0(1)

7~10년 이하 90.0(10) 57.1( 7) 100.0( 4) 0.0( 1) 77.8( 9) 100.0(1)

10년 초과 100.0( 7) 100.0( 1) 33.3( 3) - 100.0( 3) -

전체(명) 84.2(38) 57.7(26) 71.4(14) 60.0(10) 75.0(20) 100.0(2)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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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의사가 있거나, 현재까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

상으로 몇 세에 결혼할 계획인지를 묻는 응답에는 <표 3-16>과 같은 결

과가 나왔다. 세 지역 모두 짧은 총교육연장기간에는 결혼계획연령이 높

다가, 3~7년 혹은 7~10년 사이에 낮아지고, 총교육연장기간이 길어지면

서 다시 결혼계획연령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결혼계획연령은 실질

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보다 높게 응답해야 함을 고려하면, 총

교육연장기간이 짧을 때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은 나이가 많은 집단에

서 총교육연장기간이 짧은 상황(표 3-15 참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교육연장기간이 긴 경우 결혼계획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총

교육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반영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1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별 평균 결혼계획연령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년 이하 36.8(10) 33.5( 2) 36.7( 3) - 34.3( 3) -

3~7년 이하 31.1(10) 31.0( 9) 31.0( 4) 27.3(7) 29.0( 2) 31.5(2)

7~10년 이하 32.5(10) 30.4( 5) 31.8( 4) - 33.1( 7) -

10년 초과 35.4( 8) 33.0( 1) 32.0( 2) - 39.3( 3) 35.5(2)

전체(명) 33.9(38) 31.2(17) 32.7(13) 27.3(7) 34.1(15) 33.5(4)

<표 3-17>을 통해 알 수 있는, 본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이

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연령은 대부분 비슷하였다. 남자의 경우, 이상

적인 남자의 결혼연령은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는 이

상적인 여자의 결혼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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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별 이상적인 결혼연령 평균

(단위: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년 이하 32.8(18) 30.0( 7) 31.0( 4) - 30.0( 6) -

3~7년 이하 30.4(11) 29.3(16) 30.2( 5) 27.6(11) 29.0( 2) 31.0(2)

7~10년 이하 32.3(12) 29.9( 8) 30.6( 5) 34.0( 1) 30.1( 9) -

10년 초과 31.1( 9) 30.5( 2) 32.0( 4) - 30.0( 3) 31.5(2)

전체(명) 31.8(50) 29.6(33) 30.9(18) 28.2(12) 30.0(20) 31.3(4)

총교육연장기간별 출산의사는 결혼의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표 

3-18 참조). 총교육연장기간별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성북구 정릉3

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의 출산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에 거주하는 여자는 특히 세 

지역을 통틀어 출산 의사가 가장 낮아서 도시지역에서의 출산 혹은 그 후

의 양육이 도시지역의 미혼여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

〈표 3-1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별 출산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년 이하 66.7(15) 60.0( 5) 75.0( 4) - 66.7( 6) -

3~7년 이하 100.0(10) 60.0(15) 80.0( 5) 80.0(10) 100.0( 2) 100.0(1)

7~10년 이하 100.0(11) 80.0( 5) 100.0( 5) 0.0( 1) 88.9( 9) -

10년 초과 87.5( 8) 100.0( 2) 100.0( 3) - 100.0( 3) 100.0(2)

전체(명) 86.4(44) 66.7(27) 88.2(17) 72.7(11) 85.0(20) 100.0(3)

  3. 직업과 만혼화

총교육연장기간과 더불어 만혼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직

업 관련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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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분석에서 이와 같은 직업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와 미혼지속기간 및 결혼의사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가. 직업과 미혼지속기간

<표 3-19>를 통해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을 알아본 결과, 지난 

3년 내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상관성이 없으나 익산시 영등2동 남자의 경우 직업경험횟수가 많

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남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짧

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24.9( 7) 26.0( 3) 23.9( 7) 24.2( 5) 37.5( 2) -

 1회 32.0(26) 31.1(15) 30.0( 9) 22.7( 6) 33.0( 8) 26.3(3)

 2회 28.6(10) 27.3(10) 33.0( 1) 23.0( 1) 31.2( 9) 32.0(1)

 3회 29.5( 6) 30.3( 6) 33.0( 1) - 31.5( 2) -

 4회 41.0( 1) - - - - -

 전체(명) 30.2(50) 29.4(34) 27.9(18) 23.3(12) 32.5(21) 27.8(4)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은 <표 3-20>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소득수준별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근로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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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기간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각 집

단별 미혼지속기간의 경향성을 보이는 지역 및 성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3-21 참조).

〈표 3-2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29.0(18) 26.4(10) 25.5(14) 24.2( 5) 32.0( 5) 21.0(1)

100만원 미만 36.7( 3) 24.7( 6) - 21.0( 2) 32.7( 6) 29.5(2)

100~200만원 미만 28.6(19) 33.5(11) 25.0( 1) 23.4( 5) 33.5( 4) 31.0(1)

200~300만원 미만 33.1( 8) 29.7( 6) 37.5( 2) - 32.2( 6) -

300~400만원 미만 34.0( 1) 42.0( 1) 46.0( 1) - - -

400만원 이상 35.0( 1) - - - - -

전체(명) 30.2(50) 29.4(34) 27.9(18) 23.3(12) 32.5(21) 27.8(4)

〈표 3-2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경제활동 29.0(18) 26.4(10) 25.5(14) 24.2( 5) 32.0( 5) 21.0(1)

40시간 미만 30.3( 4) 24.7( 6) - - 36.0( 2) -

40~60시간 미만 31.6(17) 33.4(16) 36.5( 4) 23.0( 6) 30.4(11) 31.5(2)

60~80시간 미만 29.8(11) 26.5( 2) - 21.0( 1) 39.0( 3) -

80시간 이상 - - - - - 27.0(1)

전체(명) 30.2(50) 29.4(34) 27.9(18) 23.3(12) 32.5(21) 27.8(4)

나. 직업력과 결혼행태

각 지역별 남녀 미혼인구의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모든 지역과 성별에서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결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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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직업경험횟수가 많을수록 미

혼지속기간이 증가하여 결혼의사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표 

3-19>에서 세 지역의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이 크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직업의 안정성

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생각해보면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

을수록 결혼을 통해 안정을 꾀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표 3-2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66.7( 6) 0.0( 2) 83.3( 6) 50.0( 4) 0.0( 2) -

 1회 85.7(21) 46.2(13) 66.7( 6) 60.0( 5) 87.5( 8) 100.0(2)

 2회 83.3( 6) 71.4( 7) 100.0( 1) 100.0( 1) 75.0( 8) -

 3회 100.0( 4) 100.0( 4) 0.0( 1) - 100.0( 2) -

 4회 100.0( 1) - - - - -

 전체(명) 84.2(38) 57.7(26) 71.4(14) 60.0(10) 75.0(20) 100.0(2)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표 3-23>의 결혼계획연령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익

산시 영등2동 여자의 결혼계획연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젊게 나

타나는데, 이는 직업경험횟수에서 오는 차이라기보다 익산시 영등2동에

서 조사된 미혼여자의 연령이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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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평균결혼계획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32.0( 5) 30.0( 1) 29.8( 6) 28.3(3) - -

 1회 34.6(20) 31.6( 5) 35.2( 6) 26.3(3) 33.9( 7) 32.3(3)

 2회 31.9( 7) 31.9( 7) 35.0( 1) 27.0(1) 33.8( 6) 37.0(1)

 3회 34.0( 5) 30.0( 4) - - 35.5( 2) -

 4회 42.0( 1) - - - - -

 전체(명) 33.9(38) 31.2(17) 32.7(13) 27.3(7) 34.1(15) 33.5(4)

응답자와 동일한 성별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지역별 혹은 성별 차이

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직업경험

횟수가 높아질수록 이상적인 결혼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2013년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다른 지역은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반

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

향요인은 추후 지속되는 조사를 통해 알아보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측면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 3-2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이상적인 결혼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31.1( 7) 28.3( 3) 30.4( 7) 28.8( 5) 30.0( 1) -

 1회 31.8(26) 30.2(14) 31.9( 9) 28.0( 6) 29.8( 8) 29.3(3)

 2회 32.7(10) 29.0(10) 28.0( 1) 26.0( 1) 30.1( 9) 37.0(1)

 3회 30.7( 6) 30.0( 6) 28.0( 1) - 30.0( 2) -

 4회 34.0( 1) - - - - -

 전체(명) 31.8(50) 29.6(33) 30.9(18) 28.2(12) 30.0(20) 31.3(4)

대부분 직업경험횟수가 증가할수록 출산의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는데, 성북구 정릉3동 여자에서만 증가하다 다시 낮아지고 있다(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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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성북구 정릉 3동의 여자가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적은데, 이는 높아지는 미혼여자의 교육수준과 도시지역

의 경제력 있는 여자가 출산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의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출산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회 100.0( 6) 50.0( 2) 100.0( 6) 60.0( 5) 0.0( 2) -

 1회 87.0(23) 53.8(13) 77.8( 9) 80.0( 5) 87.5( 8) 100.0(2)

 2회 66.7( 9) 85.7( 7) 100.0( 1) 100.0( 1) 100.0( 8) 100.0(1)

 3회 100.0( 5) 80.0( 5) 100.0( 1) - 100.0( 2) -

 4회 100.0( 1) - - - - -

 전체(명) 86.4(44) 66.7(27) 88.2(17) 72.7(11) 85.0(20) 100.0(3)

  4. 가족관계와 만혼화

가. 가족관계와 미혼지속기간

세 지역의 미혼인구는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 88.0%, 여자 91.2%, 익산시 영등2동 남자의 88.9%, 여자의 

100.0%, 충주시 소태면 남자 95.2%, 여자 100.0%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

었다. 조사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3년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 남자 

중 주거독립은 2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도 1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북구 

정릉3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주거독립인 사례수가 줄어들었다. 

주거독립인 경우는 지역별 차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확실히 부모동거

인 경우보다 미혼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표 3-26 참조). 이는 2013년 

1차 지역추적조사 보고서인 오영희 외(2013)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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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주거독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이 길수록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2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주거독립여부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동거 35.8( 6) 36.3( 3) 37.5( 2) - 39.0( 1) -

동거 29.4(44) 28.7(31) 26.8(16) 23.3(12) 32.2(20) 27.8(4)

전체(명) 30.2(50) 29.4(34) 27.9(18) 23.3(12) 32.5(21) 27.8(4)

경제적 독립은 완전독립, 부분독립, 비독립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표 3-27>에서 독립정도에 따라 미혼지속기간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도시지역인 성

북구 정릉3동 남자 및 여자와 익산시 영등2동의 남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완전독립인 경우 미혼지속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보다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표 3-27〉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경제적 독립여부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완전독립 32.2(21) 34.5(11) 44.0( 2) 25.0( 1) - -

부분독립 30.6(18) 27.4(18) 28.3( 7) 26.2( 5) 32.7(15) 28.0(3)

비독립 24.1(10) 25.2( 5) 24.1( 9) 20.7( 6) 32.0( 6) 27.0(1)

전체(명) 30.0(49) 29.4(34) 27.9(18) 23.3(12) 32.5(21) 27.8(4)

나. 가족관계와 결혼행태

성북구 정릉3동의 여자는 남자에 비해 비동거일 경우에 결혼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에 독립하여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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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보다 더 결혼 의사가 높았다(표 3-28 참조). 경제적 독립여부별로는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 익산시 영등2동 남자는 독립 정도가 높아질

수록 결혼의사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29 참조). 성북구 정

릉3동 여자와 익산시 영등2동 남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집단에

서 결혼의사가 현저히 낮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이 결혼의사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주거독립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동거 75.0( 4) 100.0( 2) 0.0( 2) - 100.0( 1) -

동거 85.3(34) 54.2(24) 83.3(12) 60.0(10) 73.7(19) 100.0(2)

전체(명) 84.2(38) 57.7(26) 71.4(14) 60.0(10) 75.0(20) 100.0(2)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표 3-2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경제적 독립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완전독립 85.7(14) 37.5( 8) 50.0( 2) 0.0( 1) - -

부분독립 85.7(14) 71.4(14) 60.0( 5) 75.0( 4) 92.9(14) 100.0(1)

비독립 77.8( 9) 50.0( 4) 85.7( 7) 60.0( 5) 33.3( 6) 100.0(1)

전체(명) 83.8(37) 57.7(26) 71.4(14) 60.0(10) 75.0(20) 100.0(2)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표 3-30>은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결혼의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성북구 정릉3동 남자와 충주시 소태면 남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결혼의사가 더 높았다. 그

러나 성북구 정릉3동 여자와 익산시 영등2동 남자 및 여자는 주택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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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에서 오히려 결혼의사가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3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주택소유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소유 83.3(36) 60.0(25) 80.0(10) 66.7( 9) 68.8(16) 100.0(2)

소유 100.0( 2) 0.0( 1) 50.0( 4) 0.0( 1) 100.0( 4) -

전체(명) 84.2(38) 57.7(26) 71.4(14) 60.0(10) 75.0(20) 100.0(2)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결혼에 대한 주변의 압력은 미혼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결혼의사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성북구 정릉3동 여자는 가족이나 친지에

게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경우에 결혼의사가 더 높았고, 충주시 소태

면 남자는 주변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지인에게 압력을 받을 경우에 결

혼의사가 더 높았다(표 3-31 참조). 지역사회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도시 

지역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의 영향력이 더 크고, 지역사회의 친밀도가 높

은 농촌지역은 가족이나 친지보다 지인의 결혼에 대한 압력이 더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3-3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결혼압력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받지 않음 90.0(20) 55.6(18) 75.0( 8) 71.4( 7) 66.7( 9) 100.0(1)

가족·친지 80.0(15) 66.7( 6) 33.3( 3) 33.3( 3) 71.4( 7) 100.0(1)

지인 66.7( 3) 50.0( 2) 100.0( 3) - 100.0( 4) -

전체(명) 84.2(38) 57.7(26) 71.4(14) 60.0(10) 75.0(20) 100.0(2)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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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혼에 대한 인식 및 이성교제 실태와 만혼화

7개의 문항으로 알아본 미혼인구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

로 분석된다(표 3-32 참조). 여자는 남자에 비해 ‘결혼을 하면 자유롭지 

않고 결혼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에서의 성취를 방해하고 부부간 

역할분담이 대부분 불공평하고 결혼을 하면 개인 시간이 줄어든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자는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것이 많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남자에 비해 결혼의사가 낮게 

나타나는 것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3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결혼을 하면 자유롭지 않다  58.0  70.6  66.7  66.7  50.0  50.0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다  64.0  50.0  55.6  50.0  65.0  50.0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48.0  38.2  22.2  41.7  50.0 -

결혼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10.0  14.7 -   8.3 -  25.0 

결혼은 일에서의 성취를 방해한다   6.0  35.3  16.7  25.0  10.0  25.0 

부부간 역할분담은 대부분 불공평하다  22.0  44.1  11.1  50.0   5.0 -

결혼을 하면 개인 시간이 줄어든다  74.0  82.4  50.0  75.0  60.0  75.0 

계
(명)

100.0

(50)

100.0

(34)

100.0

(18)

100.0

(12)

100.0

(20)

100.0

(4)

<표 3-33>과 <표 3-34>는 이성교제여부에 따라 결혼의사와 결혼계획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세 지역 모두에서 성별 차이 없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집단보다 이성교제를 하는 집단의 결혼의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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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이성교제는 결혼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변인이

기 때문에 결혼의사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여부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교제 80.0(25) 45.0(20) 55.6( 9) 57.1( 7) 66.7(15) -

교제 92.3(13) 100.0( 6) 100.0( 5) 66.7( 3) 100.0( 5) 100.0(2)

전체(명) 84.2(38) 57.7(26) 71.4(14) 60.0(10) 75.0(20) 100.0(2)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
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이는 결혼계획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3-34>에서 충주시 소

태면을 제외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혼계획연령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 남자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연령 자체가 높아 결혼계획연령이 비교제중인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여부별 결혼계획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교제 34.6(25) 31.6(11) 36.2( 6) 27.4( 5) 33.5(10) 33.5( 2)

교제 32.5(13) 30.5( 6) 29.7( 7) 27.0( 2) 35.2( 5) 33.5( 2)

전체(명) 33.9(38) 31.2(17) 32.7(13) 27.3( 7) 34.1(15) 33.5( 4)

<표 3-35>는 결혼계획연령과 본인연령의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성북

구 정릉3동 여자만 제외하고 모두 교제중인 경우에 비교제중인 경우보다 

좀 더 근래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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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여부별 결혼계획연령과 본인연령의 차이

(단위: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교제  5.2(25)  5.3(11)  6.3( 6)  6.4( 5)  3.1(10) 7.0( 2)

교제  4.4(13)  7.0( 6)  5.7( 7)  2.5( 2)  2.2( 5) 4.5( 2)

전체(명)  4.9(38)  5.9(17)  6.0(13)  5.3( 7)  2.8(15) 5.8( 4)

  6. 결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

결혼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은 단 두 가지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

급’과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다. 이 두 결혼관련 정책에 대

한 지역별 인식 정도는 <표 3-36>과 같다.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

태면에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정책

에 대해 들은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정책 인지도

를 보였다. 

혼전 출산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결혼 이후에 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결혼 관련 정책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제공되고 인

지도가 높아진다면 결혼의사를 높이거나 실제 결혼으로의 이행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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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결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68.0 64.7 44.4 50.0 57.1 100.0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74.0 67.6 38.9 41.7 66.7 100.0

(대상자수) (50) (34) (18) (12) (21) ( 4)

주: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제3절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본 절에서는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

하는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

사대상인 49세 이하 기혼여성 응답자는 성북구 정릉3동 101명, 익산시 

영등2동 237명, 충주시 소태면 35명으로 총 373명이다.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성북구 정릉3동의 기혼여성의 수만 증가한 상태이

다. 이들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특성을 체계이론(sys-

tem theory)과 생애주기이론(life course theory)에 기반을 두어 발전

시킨, 〔그림 3–4〕에서 제시한 연구의 틀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

선 체계이론에 근거를 두어 거시적으로 개인적 측면과 기혼여성 개인에

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직장 및 지역사회와 정책이라는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기혼여성과 이들의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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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임신·출산·양육 특성 분석의 틀(conceptual model)

지역사회 및 정책 체계(community and policy system)

가족체계(family system)

직장체계
(work system)

임신 출산 양육

  1.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래계획

가. 사회경제적 특성

개인적 측면에서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표 3-37>과 같다. 우선 연령을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를 제

외한,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는 

40대 이상이 과반수이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는 40대가 전체 기혼여성

의 65.7%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밀집 현상이 기혼여성 

층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30대가 전체의 48.1%를 차지하여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젊은 

층의 기혼여성이 많이 거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별 분포는 2013

년 1차 조사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표

본의 연령이 자연 증가하여 2014년 2차 조사 표본의 연령이 다소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월 가구소득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이 3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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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이 2.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익산

시 영등2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고르게 높게 분포되었는데 특히 

300만원 이상의 경우 전체의 82.1%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78.4%가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이다. 성북구 정릉3동

의 경우는 세 지역 중 소득구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하여 1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비율

이 증가하여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2013년 1차 조사

에는 충주시 소태면이었는데, 2014년 2차 조사결과는 성북구 정릉3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은 충주시 소태면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8.6%로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교육수준은 충주시 소태면이 고등학

교(42.9%)인데 비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대학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2013년 1차 조사와 동일하다. 취업여부의 경

우는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 취업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85.7%). 성북구 정릉3동은 56.4%, 익산시 영등2동은 53.4%로 세 지역 

모두 50%가 넘는 기혼여성이 직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비교

했을 때 다른 두 지역은 거의 차이가 없고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만 비교

적 크게 증가하였다.

각 지역별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각각 성북구 정릉3동 10.9%, 익산시 

영등2동 5.9%, 충주시 소태면 2.9%였다. 2013년과 비교 했을 때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만 감소하였고 다른 두 지역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가구가 

증가하였다. 세 지역 모두 자녀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공통점이 있

으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2명 이상의 다자녀 비율이 다른 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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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연령

  20∼24세 2.0 - 2.9 1.1   0.8 4.8

  25∼29세 6.9 5.1 8.6 4.3   4.9   11.9

  30∼34세 20.8 21.1 11.4 20.2  20.0   7.1

  35∼39세 14.9 27.0 11.4  19.1 30.2  14.3

  40∼44세 26.7 30.8 37.1 27.7 31.0 31.0

  45∼49세 28.7 16.0 28.6  27.7 13.1 31.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0 2.1 2.9  3.2 -  14.3

  100~200만원 미만 10.9 2.6 14.3 12.8   5.7  23.8

  200~300만원 미만 22.8 13.2 34.3 25.5  15.9  14.3

  300~400만원 미만 18.8 34.5 14.3 18.1  28.2  16.7

  400~500만원 미만 16.8 20.4 17.1 14.9   28.2  11.9

  500만원 이상 25.7 27.2 17.1 25.5  22.0  1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0.4 8.6 -  0.4 19.0

  중학교 6.9 0.8 25.7 10.6  1.2  21.4

  고등학교 45.5 32.9 42.9 43.6  39.3 47.6

  대학 이상 47.5 65.8 22.9 45.7  59.0  11.9

취업 여부

  예(취업) 56.4 53.4 85.7  56.4  52.2 76.2

  아니오 43.6 46.6 14.3 43.6  47.8 23.8

자녀수

  0명 10.9 5.9 2.9  8.5 4.5   4.8

  1명 26.7 16.9 11.4 26.6  13.9  11.9

  2명 45.5 64.1 42.9 50.0 69.8 47.6

  3명 13.9 11.8 28.6 12.8 10.6 26.2

  4명 이상 2.0 1.2 14.3  2.1    1.2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 (237) (35) (94) (245) (42)

주: 2014년 익산시 영등2동의 월가구소득은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수치이며(N=235) 취업 여부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수치임(N=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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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계획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출산·양육이라는 과정은 신체적 변화만이 

아닌 미래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의 향후 학교 진학계획과 노후의 계획(준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혼여성의 상위학교로의 진학계획을 살펴보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 내외로 나타났다(표 3-38 참조). 구체적으로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상위학교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기혼여성은 한 명도 없

었고,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약 7%,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약 

11%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해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진학 계획률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진학계획률(명) 6.9(7) 11.4(27) - 17.3(13) 12.4(27) 5.3(1)

(대상자수) (101) (237) (35) (94) (245) (42)

조사지역 기혼여성의 노후 준비라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3–39>과 같다.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노후준비의 항

목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개인연금의 비중이 더 높았다. 또

한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다른 두 지역보다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써 부동산

의 비중이 높았고, 다른 두 지역과 달리 퇴직 연금도 없고 주식 및 채권을 통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과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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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기혼응답자의 항목별 노후 준비율

(단위: %)

구분

2014년1) 2013년2)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54.5 64.6 22.9 60.0 55.8 50.0 

개인연금 25.7 40.1 34.3 45.0 63.6 55.6 

기업퇴직연금 7.9 9.3 - - 7.1 -

부동산 24.8 8.4 37.1 2.5 9.1 16.7 

저축 18.8 21.9 25.7 30.0 46.8 38.9 

주식·채권 5.9 4.2 - 2.5 10.4 -

기타 1.0 - - 2.5 - 5.6 

계
(명)

100.0
(101)

100.0
(237)

100.0
(35)

100.0
(40)

100.0
(154)

100.0
(18)

주: 1) 2014년 항목별 노후 준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각 항목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3년 조사에서는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해 항
목별 노후준비 여부를 질문하였음.

  2. 임신·출산·양육 특성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가족체계에 대해서 조사에 응답한 성북

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특성

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 결혼과 임신

우선, 초혼연령과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정상출산을 모두 포

함하는 첫 번째 출산을 의미하는 초산연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주시 소

태면의 경우는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3-40 참조). 초산연령에 있어서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혼연령의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산연령에 있어서는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같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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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초산연령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북구 정릉3동을 

제외한 다른 두 지역의 경우는 평균 초산연령이 평균 초혼연령보다 낮게 

나타나 초산의 경우 혼전의 출산인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0〉 조사지역별 평균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초혼연령(평균) 26.5 27.0 26.3

  최소 20 22 24 

  최대 29 29 29 

  표준편차 1.9 1.4 1.3 

 (대상자수) (93) (231) (31)

초산연령(평균) 26.8 26.7 24.5

  최소 20 20 19 

  최대 42 37 36 

  표준편차 4.8 2.9 4.3 

 (대상자수) (92) (224) (32)

지역별 총 임신횟수는 <표 3-41>에 제시하였다. 평균 임신횟수는 충주

시 소태면의 경우가 2.6회로 가장 많고,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임신횟

수의 최대값이 7회로 다른 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1〉 조사지역별 총 임신횟수

(단위: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 2.4 2.3 2.6 

 최소 0.0 0.0 0.0 

 최대 7.0 5.0 5.0 

 표준편차 1.4 1.0 1.1 

 (대상자수) (101) (23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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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는 기혼여성 응답자의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를 

제시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에 거주하는 1명의 기혼여성에게서 일곱 

번째 임신까지 발견되고 다른 두 지역의 경우는 다섯 번째 임신까지 관찰

된다. 인공 임신중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세 번째 임신에서 많이 발견

되고 있고, 다섯 번째 임신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임신이 거듭됨

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수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산의 경우는 익산

시 영등2동에 거주하는 2명의 기혼여성의 네 번째 임신에서 만 발견되었

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임신

에서 정상출산을 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4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결과

(단위: %, 명)

구분
첫번째
임신

두번째
임신

세번째
임신

네번째
임신

다섯번째
임신

여섯번째
임신

일곱번째
임신

성북구 정릉3동

  사산 - - - - - - -
  자연유산 15.1 13.9 18.6 5.9 20.0 - -
  인공임신중절 9.7 5.6 18.6 35.3 - 50.0 -
  정상출산 75.3 80.6 62.8 58.8 80.0 50.0 100.0 

  계
 (명)

100.0 
(93)

100.0 
(72)

100.0 
(43)

100.0 
(17)

100.0 
(5)

100.0 
(2)

100.0 
(1)

익산시 영등2동

  사산 - - - 7.1 - - -
  자연유산 10.2 8.9 11.1 21.4 - - -
  인공임신중절 3.1 5.7 29.3 14.3 33.3 - -
  정상출산 86.7 85.4 59.6 57.1 66.7 - -

  계
 (명)

100.0 
(226)

100.0 
(192)

100.0 
(99)

100.0 
(28)

100.0 
(6)

- -

충주시 소태면

  사산 - - - - - - -
  자연유산 5.9 10.0 - - - - -
  인공임신중절 8.8 - 16.7 - - - -
  정상출산 85.3 90.0 83.3 100.0 - - -

  계
 (명)

100.0 
(34)

100.0 
(30)

100.0 
(18)

100.0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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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산과 산후조리

2014년 실시한 본 조사는, 2013년 1차 조사기간 이후에 출산을 하거

나 1차 조사에서는 표본이 아니었으나 2014년 2차 조사에서 표본이 된 

기혼여성에 한하여 이들의 출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조사하

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결과 및 산후관리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 출산결과를 살펴보면 자연분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익산

시 영등2동과 같은 경우는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 및 계획되지 않은 제왕

절개 분만도 골고루 나타났다(표 3-43 참조). 주목할 점은 충주시 소태면

의 경우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이 1건(20%)이 발견되었다는 점인

데 이는 이 지역의 분만 인프라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43〉 조사지역별 출산방법

(단위: 건)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연분만 32 48 4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의사권유)  4 16 -

계획된 제왕절개 분만(본인결정)  1  7 -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  -  7 1

계 37 78 5

기혼여성의 정상출생아의 평균 체중을 임신 순위별로 나누어 <표 3–

44>에서 살펴보았다. 충주시 소태면의 첫 번째 임신에서 평균체중이 2.9kg

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3.0kg이상의 정상체중을 보인다. 저

체중아 출산을 한 경우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충주시 소태면

의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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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경우는 첫 번째 임신 혹은 두 번째 임신에 있어서 저체중아의 출산

이라는 출산결과를 보였다. 

〈표 3-4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생아 평균 체중

(단위: kg,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평균체중 저체중아출산

첫번째임신 3.0( 12) 1 3.2( 34) 3 2.9( 2) 0

두번째임신 3.4( 10) 0 3.3( 28) 1 - -

세번째임신 3.4(  5) 0 3.2(  9) 0 3.4( 2) 0

네번째임신 3.7(  1) 0 3.5(  3) 0 3.0( 1) 0

다섯번째임신 3.7(  1) 0 - - - -

여섯번째임신 3.7(  1) 0 - - - -

전체(명) 3.3(151) 1 3.3(442) 4 3.1(88) 0

<표 3-45>은 기혼여성 응답자의 산후조리방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임신횟수에 상관없이 대부분은 시댁 혹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주

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적으로 첫 번째 임신부터 세 번

째 임신에서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기혼여성 응

답자 중 1명만이 여섯 번째 임신에서 별다른 조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다른 두 지역과 달리 횟수에 상관없이 모

든 임신에서 별다른 산후조리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나타났다. 

산부인과 관련 인프라가 적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산모도우미를 이용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농촌지역의 출산을 지

원하는 인프라가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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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산후조리방법

(단위: 명)

구분
첫번째
 임신

두번째
임신

세번째
임신

네번째
임신

다섯번째
임신

여섯번째
임신

성북구 정릉3동

  산후조리원  2   2 1 - - -

  산모도우미  2   1 - - - -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12   8 5 - 1 -

  안 함 -   - - - - 1

  기타 -   - - 1 - -

익산시 영등2동

  산후조리원  7 158 1 - - -

  산모도우미  1   7 1 1 - -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24   4 7 1 - -

  안 함  2  16 1 1 - -

  기타  1   3 - - - -

충주시 소태면

  산후조리원 -  29 - - - -

  산모도우미 -   - - - - -

  시댁 혹은 친정부모님 2   - 2 1 - -

  안 함 -   - - - - -

  기타 -   - - - - -

다.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향후 자녀계획

<표 3-46>은 조사에 응답한 모든 기혼여성의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

다. 우선, 조사지역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2.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 보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가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전 지역에서 거의 1:1의 수준이

나 남아가 미세하게나마 많이 나타났다.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남아와 여아의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더욱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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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현존자녀수

  남자 0.9 0.9 1.2 1.0 1.0 1.1 

  여자 0.9 0.9 1.2 0.9 0.9 1.0 

  계 1.7 1.9 2.4 2.0 2.0 2.3 

이상적인 자녀수 2.7 2.6 2.4 2.6 2.6 2.7

이상적인 자녀수의 경우는 2.4~2.7명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

났는데 특히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가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

게 나타났다.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이상

적인 자녀수가 감소한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1차 조사에서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이상적인 자녀수

와 현존자녀수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반비례현상은 추가 

출산 계획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존

자녀수와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인 반면, 이상적인 자녀

수와 현존자녀수와의 차이가 없는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추가 출산계획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47 참조). 

〈표 3-4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계획 있음  19.6  16.6   5.9

계획 없음  87.2  83.0  94.1

잘 모름   2.2   0.4   -

계 100.0 100.0 100.0

(명) (92) (23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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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표 3-47>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존자녀

수와의 차이가 가장 없었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는 5.9%에 불과한 반면,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약 20%가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에서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세 지역

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

동 기혼여성의 대부분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 꼽았다. 

〈표 3-4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42 75 6

나이가 많아서 30 82 16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26 71 5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9 21 1

소득이 적어서 5 7 2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4 4 -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4 39 12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3 16 -

아이가 많아서 3 5 5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3 5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2 3 -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2 14 2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2 - -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2 3 1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1 12 1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1 11 2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1 - -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1 3 -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 - 2 2

기타 5 3 5

(대상자 수) (80) (195) (32)

주: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응답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순위별로 2개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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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았기 때문과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라. 양육

기혼응답자 가구의 양육에 관련된 사항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

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어린 자녀 순으로 4명까지만 조사하였다. 구체적

으로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는 <표 3-49>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성북구 정릉3동은 42.6%, 익산시 영등2동은 51.9%, 충주시 소태

면은 45.7% 등으로 나타났다. 

〈표 3-4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0명 57.4 48.1 54.3 

    1명 23.8 26.2 22.9 

    2명 16.8 21.9 17.1 

    3명 2.0 3.8 5.7 

    계

   (명)

100.0 

(101)

100.0 

(237)

100.0 

(35)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주 조력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양육을 돕는 주 조력자가 따로 없거나 친조부모

가 주 조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친조부

모보다는 외조부모의 육아 도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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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주 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

났는데 특히 자녀가 클수록 조력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

2동의 경우는 다양한 주 조력자가 존재하였는데, 친조부모의 도움이 외

조부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인 것인지 물리적인 위치 때문인지에 대한 심

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0〉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주 조력자

(단위: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성북구 정릉3동

  없음 29 13 2

  친조부모 6 2 -

  외조부모 7 4 -

  기타 1 　- -

  계 43 19 2

익산시 영등2동

  없음 83 45 8

  친조부모 16 6 -

  외조부모 14 3 -

  친가친인척 2 1 -

  외가친인척 5 3 -

  베이비시터 1 - -

  기타 2 2 -

  계 123 60 8

충주시 소태면

  없음 8 2 -

  친조부모 8 6 2

  계 16 8 2

주: 가구 내 어린 자녀 순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첫째 자녀가 가장 어린 자녀임.

조사응답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이

용하고 있는 시설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표 3-51 참조). 비교적 다양

한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직장 어

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보육은 이용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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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의 경우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

는 익산시 영등2동의 기혼여성이 가장 많고,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

태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 자녀일수록 이용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이용시설 및 서비스

(단위: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성북구 정릉3동 　 　 　

  직접돌봄 17 1 -

  국공립어린이집 16 - -

  민간어린이집 18 - -

  가정어린이집 1 - -

  유치원 1 - -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육) - 6 -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 1 1

  학원 11 4 -

  계 64 12 1

익산시 영등2동

  직접돌봄 24 - -

  민간어린이집 25 - -

  가정어린이집 17 - -

  유치원 42 - -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육) 6 - 1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22 17 -

  학원 44 37 1

  기타 12 3 1

  계 192 57 3

충주시 소태면

  직접돌봄 1 - -

  국공립어린이집 7 - -

  유치원 6 -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 1 -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육) 9 - -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 2 -

  학원 - 1 1

  계 23 4 1

주: 가구 내 어린 자녀 순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첫째 자녀가 가장 어린 자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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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녀의 

양육비용이다. 자녀별 평균 양육비용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큰 차이 

없이 45~46만원으로 나타났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두 번째 자녀

에게 가장 많은 양육비가 지출되었으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세 번째 

자녀에게 가장 많은 양육비가 지출되었다(표 3-52 참조). 지역별 양육비

의 평균을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충

주시 소태면의 경우가 가장 적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3년 1차 조사와 동일하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 소태면의 

평균 자녀양육비용은 감소한 반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증가하였다.

〈표 3-5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총 양육비용 평균

(단위: 만원, 명)

구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1명 46.0(43) 49.4(123) 23.9(16) 40.3(18) 50.4( 36) 34.7( 9)

 2명 45.0(19) 52.8( 61) 18.3( 8) 33.9(10) 43.9( 62) 25.1( 6)

 3명 45.5( 2) 44.8(  9) 24.0( 2) 40.0( 1) 33.5( 10) 18.7( 2)

 전체(명) 45.5(64) 49.0(193) 22.1(26) 37.5(29) 45.1(108) 29.4(17)

  3. 가족 및 직장

조사에 응답한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영향을 주는 가족과 직장

이라는 체계(system)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경우는 육아에 

있어서 주 조력자라는 역할로서 일부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 주로 남편의 

가사 및 육아에 있어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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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

일반적으로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지원은 주로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더

욱 적극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 유무에 

따른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지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 <표 3-53>과 같다. 

예상대로 세 지역 모두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율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가 전체의 93.2%

로 나타나 거의 모든 가구에서 배우자가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율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주

시 소태면(88.2%)으로 나타났다. 

〈표 3-53〉 조사지역별 배우자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가사 및 육아 참여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있음 100.0(41) 95.9(121) 93.8(16)

 없음  82.7(52) 90.4(114) 83.3(18)

 전체(명)  90.3(93) 93.2(235) 88.2(34)

주: 참여율은 가사 및 육아 참여의 항목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수 중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에 대
한 비중을 의미함.

세 지역 모두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의 참여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가사활동은 <표 3-54>에 제시하

였다. 가사활동의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두 지

역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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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시장보기’와 ‘쓰레기 버

리기’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사활동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쓰레기 버

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장보기’는 충주시 소태

면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익산시 영등2동의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사활동으로 나타났고, ‘쓰레기 버리

기’는 익산시 영등2동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충주시 

소태면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사활동이었다. 

〈표 3-54〉 조사지역별 배우자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가사활동 형태별 참여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식사준비 53.7(22) 34.9(15) 50.9(59) 52.4(54) 20.0(3) 40.0(6)

설거지 63.4(26) 65.1(28) 65.5(76) 67.0(69) 26.7(4) 40.0(6)

빨래 48.8(20) 48.8(21) 52.6(61) 56.3(58) 26.7(4) 20.0(3)

시장보기 73.2(30) 67.4(29) 78.4(91) 80.6(83) 86.7(13) 86.7(13)

쓰레기 버리기 87.8(36) 81.4(35) 83.6(97) 76.7(79) 76.7(10) 100.0(15)

(대상자수) (41) (43) (116) (103) (15) (15)

주: 각 가사형태별 지원율은 기사지원의 항목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수 중 가사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육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조사 대상

을 한정하여, 기혼여성과 배우자의 평일과 주말의 육아활동 시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세 지역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모의 육아활동 시간이 

부의 육아활동 시간보다 약 2시간 이상 많게 나타났다는 점과 평일보다

는 주말의 육아활동 시간이 많게 나타났다는 점이다(표 3-55 참조). 이는 

주말의 경우 부모는 직장에 나가지 않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

가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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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 간 육아시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

은 성북구 정릉3동이었다.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부

모의 양육활동 시간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와 지방 

간 문화의 차이로 일부 이해될 수 있다. 

〈표 3-55〉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1일 평균 육아활동 분담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 모 부 모 부 모

  평일 1.1 5.9 1.0 3.7 1.6 3.4

  주말 4.5 7.2 2.8 4.9 2.1 4.4

  (대상자수) (41) (41) (117) (121) (16) (16)

이러한 기혼여성 배우자의 가사나 육아에서의 참여에 대해 기혼여성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정도(매우 불평등(1점)~매우 평등(5점))를 초등학교 3

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56>과 같다.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율이 세 지역 중 가장 낮고 부모의 육아활동 시간의 차이가 가

장 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기혼여성이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에 있

어서 가장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혼여성 간 의견의 차이도 세 지역 

중 가장 적게 나타나(표준편차 1.0~1.1) 그 이유를 이 지역의 문화의 영향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의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사 및 육아에서의 참여에 있어서 더욱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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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조사지역별 배우자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유무별 평등분배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자녀 유 자녀 무

평균 3.0 3.2 3.0 3.2 3.7 3.9

최소값 1.0 1.0 1.0 2.0 2.0 2.0

최대값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1.2 1.4 1.2 1.0 1.0 1.1

(대상자수) (41) (52) (121) (112) (16) (18)

주: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하다고 느낌.

나. 직장

가족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속한 여러 체계 중 기혼여성의 임신과 출

산, 그리고 양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일 

것이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직장 요인은 2014년 지역추적조사에 처음으

로 참여한 신규 기혼여성과 2013년 지역추적조사의 표본이었고 2013년 

6월 이후에 출산한 기존의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다. 

우선, 임신했을 때의 직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임신횟수별 취업경험을 

<표 3-57>에서 제시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의 첫 번째 임신의 경우는 임

신 중 취업상태의 비중이 가장 높아 임신을 지원하는 문화가 형성된 안정

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임신횟수

가 증가할수록 임신 중 취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임신 중

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비취업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비취업의 상태가 경력단절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적이 지

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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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임신 중 취업경험

(단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1회 4 18 19 27 - 2

  2회 2  -  2  2 - -

  3회 1  8  3 14 - 2

  4회 -  2  1  3 - 1

  5회 -  1  -  - - -

  6회 -  2  -  - - -

  계 7 31 25 46 - 5

다음은 출산과 관련한 직장 요인으로서 기혼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과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경

우 도시지역은 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8 참

조). 그러나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

어 여전히 직장요인이 출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3-58〉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 모 부 모 부 모

이용 3 4 29 12 - -

비이용 - - 21 8 - -

회사에서 제공 안함 23 1 8 4 3 -

계 26 5 58 24 3 -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대

부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반면, 제공한 경우는 기혼여성과 배우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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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는 익산시 영

등2동의 경우 기혼여성의 배우자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보다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임신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배

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단순히 

기혼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에 영향을 주는 직장 요인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 이

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이들의 육아휴직 이용 현

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 지역 모두 회사에서 기혼여성의 육아휴

직을 제공하는 경우는 50%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9 참

조). 예외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의 가장 어린 자녀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배우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배우

자의 출산 전후 휴직과 비교하여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잘 활용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표 3-59〉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 모 부 모 부 모

이용 -  4 - 22 - -

비이용 18  5  88 18 - -

회사에서 제공 안함 21  4  60  4 5 1

계 39 13 146 44 5 1



제3장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초분석 127

  4. 지역사회

지역사회 조사에 응답한 기혼여성들이 거주하는, 임신 및 출산과 양육

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거시적인 체계로서의 지역사회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역사회 인프라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임신·출산·양육 관련 인프라의 지난 1년간

의 이용률은 <표 3-60>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보건소의 경우는 충주시 소

태면의 기혼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아과는 익산

시 영등2동의 기혼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차 조사에서는 임신·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중 소아과의 경우가 세 지역 

모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나타난 반면, 2013년 1차 조사에서는 

산부인과의 이용률이 세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출산한 기혼여성들이 육아와 관련하여 2014년에 소아과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6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보건소 32.7 30.4 54.3 - - -

 산부인과 54.5 56.5 25.7 64.0 75.2 48.7

 신생아 집중치료실 1.0 0.4 -  4.0  0.5 -

 소아과 56.4 69.6 54.3 45.3 63.3 41.0

 어린이집 32.7 35.9 34.3 29.3 39.9 23.1

(대상자수) (101) (237) (35) (75) (218) (39)

주: 2013년 1차 조사에는 보건소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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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 조사에서 보건소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제외한 모

든 인프라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익산시 영등2동에 거주하는 기혼여

성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보건소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출산과 양육 관련 시설들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

역은 충주시 소태면이었고 2013년의 경우는 모든 인프라에서 충주시 소

태면의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인프라의 확보를 통한 접근성 

향상이 인프라의 이용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신·출산·양육 

관련 인프라의 지역별 균형 있는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임신·출산·양육 관련 인프라의 경험에 따른 만족도와 비용부담

의 정도를 살펴보면, 보건소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

으나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61 참조). 이는 이 지역

에서 보건소를 대신할 인프라의 부족으로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모든 인프라에 있어서 만족도가 세 지

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인프라의 확보뿐만 아니라 질적

인 면에서의 향상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는 정반대로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모든 인프라에 있어서 만족도가 세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비용부담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

나 비록 비용은 높으나 질적인 인프라가 확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장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초분석 129

〈표 3-6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만족도 및 비용부담

(단위: 점,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대상자

수)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대상자

수)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대상자

수)

보건소 2.1 1.6 (33) 2.4 1.7 ( 72) 1.8 1.4 (19)

산부인과 2.1 3.2 (55) 2.4 3.1 (134) 2.1 2.4 ( 9)

신생아 집중치료실 2.0 3.0 ( 1) 2.0 5.0 (  1) - - ( -)

소아과 2.2 2.4 (57) 2.3 2.7 (165) 2.2 1.8 (19)

어린이집 2.1 2.1 (33) 2.1 2.4 ( 85) 1.9 1.5 (12)

주: 만족도 및 비용부담 정도는 1점(매우 불만족, 낮은 비용부담)~5점(매우 만족, 높은 비용부담)의 
척도로 측정됨.

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

여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조사 시점까지의 경험을 기준으로 조사되었

다. 분석 대상은 정책의 대상자인 경우로 제한하여 정책에 대한 경험 여

부와 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점 ‘매우 불만족’에서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의 점수

로 측정되었다. 

<표 3-62>는 세 지역의 정책 경험률(대상자 대비 수혜자)과 수혜자 수

를 나타낸 것이다. 성북구 정릉3동의 기혼 응답자는 총 26가지 정책의 대

상자였는데 22개의 정책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출산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및 미숙아 의료지원비 및 선천선 이상아 의료

비 지원’,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꿈나래 통장’,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순으로 나

타났는데, 정책 대상자의 70~10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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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 경험하지 않은 정책은 ‘상담 서비스(마더 세이프)’, ‘난임 지

원’, ‘모성 휴가급여’, ‘부성 휴가급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

험률이 높은 정책들이 모두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정책으로서 대상자

를 선별하는 기준이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임산부 및 해당 신생아, 영

유아 및 유아에게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 경험한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

가 3.2점부터 5.0점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책이 

4.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특히 만족도가 4.0점이 넘는 만족

도가 높은 정책은 ‘아이돌봄지원(5.0)’, ‘꿈나래 통장(5.0)’, ‘지역아동센

터 및 드림스타드 지원(4.7)’으로 주로 자녀 양육과 관련 있는 정책인 것

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

(3.2)’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기혼여성이 대상자가 되는 정책의 수는 총 25개 이

며 이중 경험한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은 총 21개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실제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하고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정책에 대한 접근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

험률이 높은 정책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영

유아 건강검진 지원’, ‘다자녀 세제 혜택’,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출산비 

지원’,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대상자의 약 

50~86%가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이나 경험하지 않은 

정책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상담 서비스(마더 세이프)’, ‘신생

아 청각 선별 검사 및 미숙아 의료지원비 및 선천선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산시 영등2동

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자녀 관련 정책(다자녀 가정 주택지원, 세제혜택, 

전기요금 20% 감액, 국민연금출산 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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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익산시 영등2동에서 경험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2.5점부

터 4.0점까지 골고루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난임지원 정

책(2.5)’과 ‘다자녀 세제 혜택(2.9)’이었다. 이 지역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는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이 지역 가구의 높은 소득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주시 소태면은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과 다른 양상을 보였

다. 20개 이상의 정책을 경험한 다른 지역과 달리 대상자가 되는 정책은 

25개임에도 불구하고 15개 정책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에

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정책의 수가 다른 두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접근도

가 낮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출산비 지원’, ‘철

분제 및 엽산제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및 미숙아 의료지원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필수 예방접종 지

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농어촌 학자금 지원’은 정책 대상자 모

두가 이용하여 100%의 경험률을 보였다. 그 외에도 ‘영유아 건강검진 지

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다자녀 전기요금 20% 감액’,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정책 대상자의 44.4~76.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1점부터 5.0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

데 ‘농어촌 학자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2.0)가 가장 낮은 반면, ‘다자녀 

세제 혜택’에 대한 만족도(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4.7)’,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4.4)’, ‘필수예방접종 지원

(4.3)’, ‘방과 후 학교 지원(4.3)’ 등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 비교적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세 지역 모두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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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 있다. 즉, 최근에 시행된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 선별적인 지원 

정책보다 대상자의 경험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세 지역에서 나타난 또 다른 공통점은 육아 지원에 관련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특히 ‘방과 후 학교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및 드

림스타트 지원’에서 4.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역

별 차이점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취업률이 높아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경험한 경우가 있

다는 점,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다자녀 관련 정책의 경험률이 다른 지

역에 비해 높다는 점, 그리고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농촌지역으로서 다

른 지역과 달리 농어업인 가정 지원 정책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또한 성

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다른 두 지역보다 정책 대상자가 정책을 경험한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많은 정책에 있

어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임신·출산·양

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인프라의 구축과 정책의 홍보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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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조사지역별 정책대상자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경험률 및 만족도

(단위: %, 명, 점, 개)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경험률
(수혜자 수)

만족도
경험률

(수혜자 수)
만족도

경험률
(수혜자 수)

만족도

신혼부부 주택 관련 지원 11.8( 2) 3.5 13.6( 3) 4.0 - -

임신․출산 진료·출산비 지원 100.0(10) 3.5 50.0( 9) 3.6 100.0( 1) 4.0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10.0( 1) 4.0 0.0( 0) - 0.0( 0) -

상담서비스 0.0( 0) - 0.0( 0) - 0.0( 0) -

철분제· 엽산제 지원 70.0( 7) 3.6 44.4( 8) 3.6 100.0( 1) 4.0 

난임지원 0.0( 0) - 33.3( 2) 2.5 0.0( 0)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6종) 100.0( 5) 4.0 61.5( 8) 3.0 100.0( 1) 4.0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미숙아 의료 

지원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00.0( 5) 4.0 0.0( 0) - 100.0( 1) 4.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80.0(32) 3.8 78.8(78) 3.2 76.9(10) 3.7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5.0( 2) 4.0 8.1.( 8) 3.6 0.0( 0) -

필수예방접종 지원 80.0(32) 4.0 84.8(84) 3.6 100.0(13) 4.3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0~5세) 85.0(34) 4.3 85.9(85) 3.8 100.0(13) 4.4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42.5(17) 4.2 34.3(34) 3.5 0.0( 0) -

아이돌봄 지원 2.5( 1) 5.0 1.0( 1) 4.0 0.0( 0) -

돌봄교실 2.0( 1) 4.0 0.6( 1) 4.0 16.7( 3) 3.7 

방과후 학교 지원 14.0( 7) 4.0 2.4( 4) 4.0 61.1(11) 4.3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지원 6.0( 3) 4.7 0.0( 0) - 5.6( 1) 4.0 

모성휴가급여 0.0( 0) - 4.3( 8) 3.4 0.0( 0) -

부성휴가급여 0.0( 0) - 2.7( 5) 3.6 0.0( 0) -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 7.5( 4) 3.2 1.1( 2) 3.5 0.0( 0) -

(다자녀) 세제혜택 1.1( 6) 3.7 51.7(92) 2.9 14.3( 2) 5.0 

(다자녀) 전기요금 20% 감액 22.6(12) 3.8 15.2(27) 3.1 57.1( 8) 3.1 

(다자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3.8( 2) 4.5 3.4( 6) 3.2 0.0( 0) -

다자녀 우대카드 18.9(10) 3.9 1.7( 3) 3.0 14.3( 2) 3.5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100.0( 1) 4.0 50.0( 1) 3.0 -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 - - 44.4(4) 4.7

기타(농어촌 학자금 지원) - - - - 100.0(1) 2.0

기타(꿈나래 통장) 100.0( 1) 5.0 - - - -

계(정책이용수) (22) (21) (15)

주: 표의 0.0(0)은 대상자는 있지만 수혜자가 없어 경험률이 0.0%인 경우를 의미하고, ‘-’인 경우는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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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고령자의 생활실태

  1. 중고령자의 일반특성

가. 조사지역의 인구고령화 현황

사례조사가 이루어진 3개 지역의 인구고령화 현황을 가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의 가

구원수는 818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은 335명으로 41.0%이고, 65세 

이상은 162명으로 19.8%이다. 한편 익산시 영등2동 조사가구의 가구원

수는 1,040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은 123명으로 11.3%이고, 65세 이

상은 47명으로 4.5%인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젊은 지역이다. 충주

시 소태면 조사가구의 경우는 50세 이상이 494명으로 전체 가구원 중 

75.7%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은 309명으로 전체인구의 47.3%로 인구고령화가 

매우 진전된 지역이다. 본 조사결과와 2013년 조사가구의 인구고령화 현

상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63〉 조사지역별 조사가구의 인구고령화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조사가구 내 총 가구원수 818 1,040 653 835 1,056 680

노인인구수(65세 이상) 162   47 309 156   36 302

  (노인인구 비율) (19.8) ( 4.5) (47.3) (18.7) ( 3.4) (44.4)

중고령자수(50세 이상) 335  123 494 349   98 490

  (중고령자 비율) (41.0) (11.8) (75.7) (41.8) ( 9.3) (72.1)

주: 본 조사의 가구조사(가구원 사항) 완료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였고, 가구원수는 동거가구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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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고령자의 가구 특성8)

중고령자의 가구 특성을 개인단위로 보면 1인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

는 응답자가 성북구 정릉3동은 16.8%, 익산시 영등2동 9.8%, 충주시 소

태면은 15.1%로 인구고령화 정도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인가구의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56.6%로 매우 높은데, 이는 

노년기에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가구단위로 

비교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충주시 소태면이 25.8%이며, 성북구 정릉3

동이 25.1%,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13.9%이다(표 3-64 참조). 

〈표 3-6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가구규모

(단위: %, 명,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동거 가구원 수

  1명 16.8 9.8 15.1

  2명 34.6 44.6 56.6

  3명 28.7 28.6 17.1

  4명 10.0 10.7 6.3

  5명 이상 10.0 6.3 4.9

  (평균) (2.7) (2.6) (2.3)

  계 100.0 100.0 100.0

  (명) (321) (112) (491)

가구원 규모

  1명 25.1 13.9 25.8

  2명 31.2 38.0 52.3

  3명 24.7 26.6 12.9

  4명 10.2 12.7 4.9

  5명 이상 8.8 8.9 4.2

  (평균) (2.5) (2.7) (2.1)

  계 100.0 100.0 100.0

  (가구) (215) (79) (287)

8) 본 절에서 개인단위와 가구단위의 분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 좀 더 분석적 의미가 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며, 각 <표>에서 개인단위 분석인 경우는 ‘계(명)’으로, 가구단위 분
석인 경우는 ‘계(가구)’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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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에서 나타난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형태를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부가구 비율이 45.2%이고, 이중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

인 비율이 높다(24.7%). 이는 성북구 정릉3동의 7.9%나 익산시 영등2동

의 12.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녀세대 없이 노부모와 동거하

고 있는 중고령자의 비율도 8.0%에 달하여, 이 지역의 높은 고령화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부부가 모두 64세 이하의 중고령자인 가구가 

20.3%로 세 지역 중 가장 높다. 또한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형태는 

45.6%로 높은 수준이고, 이는 성북구 정릉3동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성

북구 정릉3동은 핵가족(45.1%) 또는 1인가구(25.1%)가 약 70%를 구성

하고 있고, 익산시 영등2동은 핵가족(45.6%), 부부가구(36.8%)가 대표적

인 가구형태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부부가구(45.2%), 1인가구(25.8%), 

핵가족(17.1%) 등의 순이다. 

〈표 3-6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형태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1인가구 25.1 13.9 25.8

부부가구 19.1 36.8 45.2

  부부 모두 64세 이하 부부가구 5.6 20.3 13.2

  1인만 65세 이상인 부부가구 5.6 3.8 7.3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부부가구 7.9 12.7 24.7

미혼자녀 동거(핵가족)가구 45.1 45.6 17.1

기혼자녀 동거가구 4.2 1.3 2.4

조손가족가구 1.4 - 1.0

부모동거거구 4.2 2.5 8.0

기타가구 0.9 　- 0.3

계 100.0 100.0 100.0

(가구) (215) (79)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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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을 성 및 연령별로 보면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비

율보다 높으며, 고령화 정도가 높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응답자 중 70

세 이상의 비율이 49.9%이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50대가 47.3%

로 대조적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각각 비슷한 수준이다(표 3-66 참조). 

결혼상태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의 유배우율이 80.4%이며, 충주시 소

태면의 경우도 74.5%로 인구고령화에 비하여 유배우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충주시 소태면은 

무학의 비율이 약 15%인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자

의 비중이 50.0%에 달하고 있고,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도 동 비율이 

43.2%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성북구 정릉3동 조사지역의 경우는 고령화율이 약 20% 수준으로(본 

연구 조사결과 기준) 전국적인 고령화율(2014년) 12.7%(통계청, 2011)

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등록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 8.1%, 익산시 

영등2동 9.8%, 그리고 충주시 소태면은 11.8%로 타 지역에 비하여 조금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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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개인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

  남자 38.9 48.2 44.8

  여자 61.1 51.8 55.2

연령

  50~54세 15.9 33.9 10.4

  55~59세 19.0 13.4 16.5

  60~64세 15.3 11.6 10.2

  65~69세 19.6 13.4 13.0

  70~74세 13.1 11.6 20.0

  75~79세 9.7 6.3 17.9

  80~84세 5.9 8.0 7.9

  85세 이상 1.6 1.8 4.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6.0 80.4 74.5

  배우자 없음(미혼포함) 34.0 19.6 25.5

교육수준1)

  무학(글자모름) 3.1 0.9 7.5

  무학(글자해독) 4.7 7.1 7.9

  초등학교 20.9 27.7 45.4

  중학교 28.1 14.3 17.7

  고등학교 33.8 35.7 15.5

  전문대학 이상 9.4 14.3 5.9

장애 등록 여부

  예(등록장애인) 8.1 9.8 11.8

  아니오 91.9 90.2 88.2

계 100.0 100.0 100.0

(명) (321) (112) (491)

주: 1) 성북구 정릉3동의 교육수준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수치임(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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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상태 및 중고령자 경제활동

조사지역별로 중고령자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을 비교

하면, 성북구 정릉3동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충주

시 소태면이 4.2%, 익산시 영등2동 1.3% 순이었다(표 3-67 참조). 65세 

이상의 노인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충주

시 소태면이 81.6%로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북구 정릉3동이 

73.8%, 익산시 영등2동이 60.9%의 수준을 보였다. 반면, 평균 수급액에 있

어서는 성북구 정릉3동이 90,780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85,278원으로 가장 낮았다. 익산시 영등2동은 85,571원이었다. 

〈표 3-6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실태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급 가구   7.0  1.3  4.2

비수급 가구 93.0 98.7 95.8

계 100.0 100.0 100.0

(가구) (215) (79) (287)

〈표 3-68〉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1)

(단위: %, 명, 원)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급 가구 73.8 60.9 81.6

비수급 가구 26.2 39.1 18.4

계 100.0 100.0 100.0

(명) (160) (46) (309)

평균 수급액(원)2) 90,780 85,571 85,278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는 65세 이상 노인만을 응답 대상으로 분석함.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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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표 3-69 참조), 충주시 소태면의 경

우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모

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100만원 미만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

다. 반면, 5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16%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12.7%, 충주시 소태면이 9.4%였다. 소득의 전반적인 

분포를 볼 때,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중위구간 비율이 높아 정규분포모

양의 소득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0~500만원 미만의 비

율이 모두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계층이 많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의 평균만 봐도 알 수 있

는데, 익산시 영등2동은 287.6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 다수가 쏠

려 있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특히 그 수준은 충주시 소태면이 더욱 그러

할 것이다(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59.5%). 

한편, 소득종류별 소득률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성북구 정릉3

동이 70.2%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은 26.8%로 가장 낮았다. 이는 

사업소득과도 관련이 깊은데, 충주시 소태면은 대부분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충주시 응답

자 가구 중 80.5%가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익산시 영

등2동은 근로소득 65.8%, 사업소득 26.6%로 모두 두 지역의 소득률 사

이에 위치했다. 사적이전소득은 충주시 소태면이 92.7%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7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78.4%). 성북구 정릉3동은 66.5%, 익산시 영등2동은 46.8%였다. 이는 

연령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고령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충주시 소태면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및 수급자가 많게 되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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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3개 지역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익산시 영등2동은 11.4%가 (매우) 높은 편, 27.8%

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성북구 정릉3동은 2.8%만이 (매

우) 높은 편, 63.3%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가구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4%, (매우) 낮은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1%로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주관적인 생활수

준이 높은 편으로 응답이 나온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현황을 살펴보면(표 3-70 참조),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하는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11.8%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 정릉3동이 6.0%, 익산시 영등2동이 1.3% 수준을 보였다. 

특히 소태면은 10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하는 가구비율이 43.9%로 성

북구 정릉3동 28.8%, 익산시 영등2동 19.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와 다른 

농촌의 지역적 특성 내지는 소비구조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40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21.5%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의 평균을 보면, 익

산시 영등2동이 22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 정릉3동이 168.6만

원, 충주시 소태면이 136.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소득 대비 지

출액으로 연관지어 보면, 익산시 영등2동은 86.1%, 성북구 정릉3동은 

85.8%, 충주시 소태면은 73.4% 수준이었다. 앞서 가구소득상황이 상대

적으로 낮은 충주시 소태면의 주관적 생활수준이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9) 특히, 가구소득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낮은 충주시 소태면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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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유를 이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소비

구조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항목에 관한 1순위 및 2순위에서 성북구 정릉

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모두 주거비가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나타났

고, 익산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었다. 반면, 1

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성북구 정릉3동은 식료품

비, 충주시 소태면은 의료비로 나타났고, 익산시 영등2동은 교육비였다. 

또한 2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성북구 정릉3동은 식료품비, 

익산시 영등2동은 주거비, 충주시 소태면은 없음으로 나왔다. 이를 지역

이라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주거비 및 식료

품비가 주된 부담항목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식료품비가 주된 항목이지

만, 정릉3동과 다르게 교육비가 또 하나의 부담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1순위에서 주거비는 7.6%로 낮았던 반면에 2순위 문항에서는 

19.0%로 큰 비율을 보였다. 이는 주거비가 1순위에서 응답한 만큼 큰 부

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교육비의 부담감이 높고 해당

항목이 지역주민들의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상대적으로 중고령자의 연령대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낮은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비용지출이 많을 것이다. 또한 충주시 소태

면의 경우, 식료품비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크게 부담되지 않는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특성과 도시와 다른 소비구조 및 시스템 등 

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도시

와 다르게 대부분 넓은 면적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촌의 특성상 각종 

주택관리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

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은 지리적 특성, 교통 인프라 등 도시와 다른 농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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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실히 반영한다.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지출항목의 순위권에는 없었

지만, 꾸준한 비율을 보인 의료비 역시 중고령자 가구의 지출특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6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현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액

  100만원 미만 26.8 16.5 34.1

  100~200만원 미만 23.9 19.0 25.4

  200~300만원 미만 15.5 16.5 15.0

  300~400만원 미만 11.7 20.3 10.1

  400~500만원 미만 6.1 15.2 5.9

  500만원 이상  16.0 12.7 9.4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1) 265.0 287.6 219.7

계 100.0 100.0 100.0

(가구)  (213)2) (79) (287)

소득종류별 소득률3)

  근로소득 70.2 65.8 26.8

  사업소득 18.6 26.6 80.5

  재산소득 15.3 12.7 18.1

  사적이전소득 84.2 77.2 92.7

  공적이전소득 66.5 46.8 78.4

  기타소득 83.3 83.5 94.8

주관적 생활수준

  (매우) 높은 편이다  2.8 11.4 8.4

  그저 그렇다 34.0 60.8 58.5

  (매우) 낮은 편이다 63.3 27.8 33.1

계 100.0 100.0 100.0

(가구) (215) (79) (287)

주: 1) 월평균 가구 총소득액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무응답 2가구 제외

     3)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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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현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50만원 미만 6.0 1.3 11.8

  50∼100만원 미만 22.8 17.7 32.1

  100∼200만원 미만 40.0 20.3 33.4

  200∼300만원 미만 19.1 27.8 12.9

  300∼400만원 미만 4.7 11.4 3.8

  400만원 이상 7.4 21.5 5.9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1) (168.6) (226.7) (136.2)

 가구소득 대비 지출액 규모1)2) 85.8 86.1 73.4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항목

  첫번째   

    식료품비(주식비, 부식비, 분유 등) 17.2 26.6 12.2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30.7 7.6 33.4

    교육비(보육비 포함) 5.1 20.3 4.2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16.7 17.7 20.6

    교통비 1.9 2.5 12.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2.3 11.4 1.4

    경조비 5.6 7.6 6.3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등) 12.6 3.8 3.1

    기타 4.7 1.3 2.1

    없음 3.3 1.3 3.8

  두번째

    식료품비(주식비, 부식비, 분유 등) 21.9 21.5 10.5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30.7 19.0 21.6

    교육비(보육비 포함) 2.3 3.8 1.4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12.1 10.1 11.1

    교통비 2.3 5.1 15.3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6.5 7.6 4.5

    경조비 7.0 11.4 11.8

    부채상환(매달 이자+원금 등) 4.2 5.1 0.7

    기타 4.2 7.6 4.9

    없음 8.8 8.9 18.1

  계 100.0 100.0 100.0

  (가구) (215) (79) (287)

주: 1)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월평균 가구 총 소득액 문항 무응답 2가구로 인하여 213가구만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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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주거현황을 보면, 충주시 소태면과 익산

시 영등2동은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자가비율을 보였다. 특

히 익산시 영등2동은 아파트가 주된 거주형태인 것을 감안할 때, 앞에서

도 언급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은 소득수준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성

북구 정릉3동은 37.2%가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인 것을 볼 때, 대도시의 

주택시장 및 주거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7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주거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가1) 59.1 88.6 88.2

  전세 22.8  5.1  -

  월세 14.4  3.8  2.4

  기타  3.7  2.5  9.4

  계 100.0 100.0 100.0

 (가구) (215)  (79) (287)

주: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자가’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소유한 집이 있을 경우, ‘자가’
로 간주하였음.

<표 3-72>는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충주

시 소태면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모두 미취업 상태가 근소하게 

많았다. 취업자 중 직업분포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 

모두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

능 종사자, 판매종사자 직업에 분포했다. 나머지 직업 가운데서, 두 도시 

간 차이를 말한다면, 익산시 영등2동이 보다 화이트칼라 직종(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성북구 

정릉3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한

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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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현 취업상태 

  취업중 48.6 48.2 82.3

  미취업 51.4 51.8 17.7

계 100.0 100.0 100.0

(명) (321) (112) (491)

직업1)

  관리자 1.9 3.7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 5.6 0.7

  사무 종사자 5.8 7.4 0.2

  서비스 종사자 9.6 5.6 5.7

  판매 종사자  12.8 11.1 0.7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 3.7 85.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0 13.0 1.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5 22.2 0.7

  단순노무 종사자 36.5 25.9 4.7

  군인 - - -

  기타 0.6 1.9 -

계 100.0 100.0 100.0

(명) (156) (54) (404)

주: 1) 취업중인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중고령자의 자녀와의 관계

자녀규모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평균자녀수는 2.4

명, 익산시 영등2동은 2.8명, 충주시 소태면은 3.5명으로 도시와 농촌 지

역의 자녀수의 차이가 크다.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던 시기의 급격한 출산

력의 저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

등2동은 2명이 가장 빈번한 자녀수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5명 

이상이 26.9%이며, 2명이 25.7%로 다양하다(표 3-73 참조).



제3장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초분석 147

한편, 성북구 정릉3동은 57.0%가 자녀와 동거중이며, 비동거자녀수는 

1.7명이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45.1%가 자녀와 동거중이며, 비동거자

녀수는 2.2명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24.5%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

으며, 비동거자녀는 3.2명으로 세 지역중 가장 많다(표 3-73, 3-74 참조). 

〈표 3-7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제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총 자녀수

  0명 4.1 0.9 1.8

  1명 12.8 8.9 5.3

  2명 45.2 41.1 25.7

  3명 25.9 25.0 21.4

  4명 8.1 13.4 18.9

  5명 4.1 10.8 26.9

 (평균) 2.4 2.8 3.5

비동거자녀수

  0명 21.5 16.1 4.5

  1명 23.7 20.5 7.3

  2명 33.3 24.1 26.9

  3명 13.1 23.2 21.8

  4명 이상 8.1 16.0 16.1

 (평균) 1.7 2.2 3.2

계 100.0 100.0 100.0

(명) (321) (112) (491)

이러한 비동거자녀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4.9%, 익산시 영등2동은 13.5%가 최소 1명은 동일한 동‧읍‧면에 거주하

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는 60∼70%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거나 근거리

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약 1/4만이 자녀와 동거

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34.7%은 가장 가까이 거주하는 자녀가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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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거주지역

(단위: %, 명)

구분1)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와 동거 57.0 45.1 24.5

최소 1인은 동일 동‧읍‧면 거주 14.9 13.5 0.4

최소 1인은 동일 시‧군‧구 거주 4.3 16.2 27.3

최소 1인은 타 시‧군‧구에 거주 12.9 12.6 12.9

최소 1인은 타 시․도에 거주 10.3 12.6 34.7

모두 타 시‧도에 거주 0.7 - 0.2

계 100.0 100.0 100.0

(명) (302) (111) (481)

주: 1)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하였음. 따라서 동거자녀수가 없는 비율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산출된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음. 

비동거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

시 영등2동에서는 10% 내외가 거의 매일 왕래하는 자녀가 있지만 충주

시 소태면은 2.6%에 불과하다. 이는 비동거자녀와의 물리적 거리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3/4 정도가 비동거자녀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하의 왕래를 하고 있지만, 연락의 경우는 18.8%가 거의 매일, 32.8%가 

일주일에 2∼4회 정도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왕

래빈도에 있어서는 도농간의 차이가 크지만, 연락빈도에 있어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것이다(표 3-7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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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왕래 빈도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왕래 12.1 9.9 2.6

  최소 1명과 일주일에 2~4회 정도는 왕래 10.5 9.9 5.3

  최소 1명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왕래 16.9 23.1 15.1

  최소 1명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35.9 18.7 36.3

  최소 1명과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12.3 29.7 32.2

  최소 1명과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 10.5  8.8  7.3

  모든 자녀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음 2.8 - 1.3

연락 빈도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연락 21.8 19.8 18.8

  최소 1명과 일주일에 2~4회 정도는 연락 32.7 37.4 32.8

  최소 1명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 22.2 22.0 27.7

  최소 1명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16.5 14.3 14.9

  최소 1명과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3.2 4.4 4.3

  최소 1명과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 1.2 - 1.1

  모든 자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음 2.4 2.2 0.4

계 100.0 100.0 100.0

(명) (248) (91) (469)

주: 1) 기타로 응답한 경우와 별거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다양한 부양의 교환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대체적으

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에서 수혜율이 높고 제공률이 낮은 편이다. 이

는 농촌지역 중노년층의 나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양의 내

용에 따른 차이점도 발견되었다. 청소‧식사준비‧세탁 등, 간병‧수발‧병원 

동행과 같은 도구적 도움에 있어서는 수혜율과 제공률의 차이가 두드러

지며 지역별 차이도 특히 크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비교적 수혜율

과 제공률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익산시 영등2동은 제공률보다 수혜율

이 높고,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제공률은 제일 낮고 수혜율은 제일 높



150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아 그 차이가 월등히 크다. 또한 손자녀 양육도움은 유일하게 수혜율보다 

제공률이 높은 항목이다(표 3-76 참조).

〈표 3-7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고민상담

  수혜율 72.2 69.2 85.7

  제공률 69.4 76.6 79.7

청소‧식사준비‧세탁 등

  수혜율 48.4 64.9 82.3

  제공률 48.0 48.9 21.7

간병‧수발‧병원 동행 

  수혜율 33.3 41.5 45.8

  제공률 24.6 14.9 4.9

손자녀 양육도움

  수혜율 19.8 0.9 4.3

  제공률 31.8 23.4 11.9

정기 현금지원

  수혜율 37.3 35.1 33.3

  제공률 10.7 21.3 7.0

비정기 현금지원

  수혜율 83.7 79.8 91.3

  제공률 48.8 40.4 42.0

현물지원

  수혜율 81.4 80.9 95.5

  제공률 67.5 57.5 86.8

(대상자수) (252) (94) (469)

한편 경제적 부양의 교환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부양의 

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세 지

역이 유사하지만 제공률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커 익산시 영등2동은 

21.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성북구 정릉3동으로 10.7%이다. 충주시 소태

면은 7.0%에 불과하다. 이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반영한다 하겠

다. 반면 비정기 현금지원의 수혜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아 91.3%

이다. 반면 비정기 현금지원의 제공률은 성북구 정릉3동에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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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이다. 그러나 충주시 소태면은 42.0%, 익산시 영등2동은 40.4%로 

큰 차이가 없다.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은 현물지원으로 충주시 소태면은 수

혜율과 제공률이 모두 높아 95.5%와 86.8%이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수혜율은 80.9% 제공률은 57.5%이다. 또한 성북구 정릉3동은 수혜율이 

81.4% 제공률이 67.5%로 비교적 수혜율과 제공률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는 응답자 본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은 성북

구 정릉3동이 19.5%, 익산시 영등2동이 31.2%, 충주시 소태면이 7.4%

이다. 갈등의 원인으로는 자녀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진로문제, 생활

습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응답자의 연령이 비교적 낮은 도시지역에서는 

자녀의 진로문제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표 3-77 참조). 

〈표 3-7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자녀와의 대화 및 갈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녀와의 대화 방법

  나를 통하여 55.8 44.0 48.7

  거의 비슷 19.5 23.9 31.89

  배우자를 통하여 16.2 22.9 17.9

  때에 따라 다름 8.6 9.2 1.5

계 100.0 100.0 100.0

(명) (303) (109) (476)

자녀와의 갈등 경험율 19.5 31.2 7.4

갈등의 원인1)

  부모의 경제적인 문제 3.4 - 5.7

  자녀의 경제적인 문제 23.7 32.4 42.9

  자녀의 진로문제 25.4 17.7 2.9

  자녀의 이성교제 및 결혼문제 15.3 5.9 14.3

  자녀간의 갈등 중재 - 11.8 5.7

  응답자 부부갈등에 대한 중 재 3.4 - 2.9

  부모의 자녀 편애 - 5.9 2.9

  생활습관 15.3 17.7 5.7

  기타 13.6 8.8 17.1

주: 1) 지난 1년간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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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수 및 기타 관계

중고령자중 부모가 생존해 있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23.7% 익산

시 영등2동이 28.6%, 충주시 소태면이 18.7%로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낮다(표 3-78 참조). 이는 이 지역 중고령자의 연령이 높기 때문으로 보

인다.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존해 있는 부나 모, 배우자의 부나 모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

거나 건강하지 않은 경우, 그저 그렇다까지 다양하다(표 3-79 참조). 또

한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율이 높은 편이다. 동거하지 않

은 경우 세 지역 모두 왕래나 연락 빈도는 다양한 편인데, 비교적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하가 많은 편으로 빈도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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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5.0 8.0 3.5

  아버지만 생존 0.9 0.9 1.6

  어머니만 생존 17.8 19.6 13.7

  두 분 모두 사망 76.3 71.4 81.3

계 100.0 100.0 100.0

(명) (321) (112) (491)

부의 건강상태1)  

  매우 건강하다 - 10.0 -

  건강한 편이다 47.1 40.0 44.0

  그저 그렇다 11.8 20.0 16.0

  건강이 나쁜 편이다 35.3 20.0 28.0

  건강이 매우 나쁘다 5.9 10.0 12.0

모의 건강상태2)

  매우 건강하다 - - -

  건강한 편이다 35.6 25.8 31.0

  그저 그렇다 13.7 32.3 22.6

  건강이 나쁜 편이다 41.1 19.4 29.8

  건강이 매우 나쁘다  9.6 22.6 16.7

부모와의 접촉 빈도3)

  부모와 동거 12.2 3.1 35.9

  거의 매일(5회 이상) 1.4 0.0 2.2

  일주일에 2~4번 정도 4.1 6.3 1.1

  일주일에 한 번 정도 8.1 18.8 6.5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5.7 34.4 16.2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24.3 21.9 17.4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0.3 12.5 15.2

  왕래를 거의하지 않는다 4.1 3.1 4.4

  기타 - - 1.1

부모와의 연락 빈도3)

  부모와 동거 12.2 3.1 35.9

  거의 매일(5회 이상)  6.8 6.3 2.2

  일주일에 2~4번 정도 18.9 25.0 10.9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8.9 25.0 10.9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9.7 28.1 20.7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6.8 3.1 2.2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1.4 3.1 2.2

  연락을 거의하지 않는다 5.4 6.3 15.2

주: 1)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무응답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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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배우자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6.1 11.1 3.8

  아버지만 생존 1.4 1.1 1.9

  어머니만 생존 20.8 17.8 14.2

  두 분 모두 사망 71.7 70.0 80.1

계 100.0 100.0 100.0

(명) (212) (90) (366)

배우자 부의 건강상태1)

  매우 건강하다 - - -

  건강한 편이다 50.0 54.6 33.3

  그저 그렇다 21.4 - 19.1

  건강이 나쁜 편이다 28.6 36.4 23.8

  건강이 매우 나쁘다 - 9.1 23.8

배우자 모의 건강상태2)

  매우 건강하다 1.8 - -

  건강한 편이다 35.1 30.8 38.5

  그저 그렇다 19.3 30.8 26.2

  건강이 나쁜 편이다 36.8 26.9 23.1

  건강이 매우 나쁘다 7.0 11.5 12.3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3)

  동거  6.9 3.7 21.9

  거의 매일 1.7 - 2.7

  일주일에 2~4번 정도 3.5 - 1.4

  일주일에 한 번 정도 8.6 14.8 2.7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5.5 25.9 13.7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29.3 25.9 20.6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25.9 22.2  28.8

  왕래를 거의하지 않는다 8.6  7.4 6.9

  기타 - - 1.4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 빈도3)

  동거 6.9 3.7 21.9

  거의 매일  3.5 3.7 -

  일주일에 2~4번 정도  6.9 7.4 2.7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2.1 18.5 9.6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9.3 14.8 23.3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13.8 18.5 12.3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19.0 7.4 5.5

  연락을 거의하지 않는다  8.6 25.9 24.7

주: 1) 배우자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배우자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 빈도는 배우자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무응답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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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제‧자매수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9.0%가 익산시 영등2

동은 9.8%가 형제자매가 없는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15.9%에 달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연령이 높은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표 3-80 참조).

〈표 3-8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형제‧자매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없음 9.0 9.8 15.9

1명 10.9 6.3 12.8

2명 15.9 8.9 13.9

3명 19.0 10.7 17.9

4명 18.4 17.0 13.9

5명 12.5 17.9 10.4

6명 이상 14.3 29.5 15.1

계 100.0 100.0 100.0

(명) (321) (94) (491)

이 외에도 친인척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이 2.6명, 익산시 영등2

동은 3.6명, 충주시 소태면은 4.8명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특히 농촌

은 대도시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이웃의 경우

는 지역별 차이가 더 커, 성북구 정릉3동이 5.2명, 익산시 영등2동은 7.7

명, 충주시 소태면은 12.0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친한 친구‧이웃

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인 반면 도시지역은 15% 내외가 없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에서 지역사회관계가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창‧동문의 규모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8명, 익산시 영등2

동은 3.5명, 충주시 소태면은 2.4명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많다. 직장동료

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이 4명으로 가장 높은데 이 지역에서의 중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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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은 0.8

명으로 매우 낮다. 동호회 회원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2.2명, 익산시 

영등2동은 4.8명, 충주시 소태면은 1.2명으로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

다. 즉 직장동료나 동호회 회원의 규모는 모두 중소도시인 익산시 영등2

동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기타관계는 세 지역이 각각 0.6명, 0.9명, 2.7

명이다. 이러한 사회관계를 모두 합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14.6명, 익산

시 영등2동은 23.4명, 충주시 소태면은 24명으로 대도시 지역의 중고령

자가 가장 적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다(표 3-81 참조).

〈표 3-8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사회관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친인척

  0(없음) 42.2 27.3 29.5

  1∼2명 28,1 22.7 19.2

  3∼4명 10.9 18.2 17.5

  5명 이상 18.8 31.8 33.8

  (평균) 2.6 3.6 4.8

친구‧이웃

  0(없음) 15.3 13.8 1.9

  1∼2명 22.8 16.5 2.1

  3∼4명 21.3 19.3 6.8

  5∼9명 18.8 21.1 26.2

  10∼14명 15.0 32.2 13.8

  15명 이상 6.9 30.9 15.6

  (평균) 5.2 7.7 12.0

동창‧동문

  0(없음) 74.4 64.6 79.8

  1∼4명 10.9 11.8 4.1

  5명 이상 14.7 23.6 16.1

  (평균) 1.8 3.5 2.4

직장동료

  0(없음) 61.3 61.8 91.8

  1∼4명 22.5 7.3 2.5

  5명 이상 16.3 30.9 5.8

  (평균) 2.2 4.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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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타자 각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8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은 8.0점, 익산시 영등2동은 8.9점, 충주시 소태면은 8.3

점이다. 5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자녀의 경우

는 배우자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인 7.9점, 8.8점, 8.3점으로 배우자와 유

사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형제‧자매, 친구‧이웃‧지인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에 비하여 낮은 수준

인 6점대를 보이고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 성북구 정릉3동은 5.4점, 익

산시 영등2동은 6.6점, 충주시 소태면은 6.0점이다. 배우자나 자녀에 비

해서는 5점 미만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친구‧이웃‧지인의 경우는 5

점 미만이라는 응답률은 형제‧자매에 비하여 낮지만 평균점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형제‧자매의 경우는 중요성 점수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동호회 회원

  0(없음) 79.7 72.7 92.4

  1∼4명 4.4 3.6 0.8

  5명 이상 15.9 23.6 6.8

  (평균) 2.2 4.8 1.2

기타 

  0(없음) 91.9 89.1 84.5

  1명 이상 8.1 10.9 15.5

  (평균) 0.6 0.9 2.7

총합

  0(없음) 3.8 1.8 0.2

  1∼4명 23.4 11.0 2.3

  5∼9명 19.4 13.8 8.9

  10∼14명 19.4 19.3 22.1

  15∼19명 10.3 12.8 15.3

  20∼29명 11.3 11.0 22.9

  30명 이상 12.5 30.3 28.5

  (평균) 14.6 23.4 24.0

계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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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모든 관계에 있어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표 3-82 참조). 

〈표 3-8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관계별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배우자

  0∼4점 4.3 1.1 2.5

  5점 14.2 8.0 4.7

  6점 1.4 1.1 5.8

  7점 11.9 4.6 8.0

  8점 19.9 15.9 27.8

  9점 13.7 8.0 21.5

  10점 34.6 61.4 29.8

  (평균) 8.0 8.9 8.3

계 100.0 100.0 100.0

(명) (211) (88) (363)

자녀

  0∼4점 5.9 - 1.5

  5점 12.1 9.2 3.1

  6점 3.3 4.6 5.5

  7점 11.1 5.5 12.2

  8점 21.5 11.9 29.8

  9점 12.1 13.8 18.9

  10점 34.2 55.1 29.1

  (평균) 7.9 8.8 8.3

계 100.0 100.0 100.0

(명) (307) (109) (477)

형제‧자매

  0∼4점 25.3 14.1 15.1

  5점 27.3 24.2 21.0

  6점 8.5 6.1 13.9

  7점 9.6 7.1 20.5

  8점 14.0 19.2 20.2

  9점 5.8 9.1 5.6

  10점 9.6 20.2 3.7

  (평균) 5.4 6.6 6.0

계 100.0 100.0 100.0

(명) (293) (9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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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고령자의 가치관

<표 3-83>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분명하다. 여생을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는 세 지역 모두 건강유지와 소득

창출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그냥 쉬고 싶다는 응답도 높아 29.1%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노후생활비 방법과 관련해서는 책임정도를 10점을 총점으로 하여 본

인, 자녀가족, 사회‧국가 3주체에 대하여 배분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는데, 

성북구 정릉3동은 본인이라는 응답이 평균 44.1%, 자녀‧가족이 21.2%, 

사회‧국가가 34.7%이다. 익산시 영등2동은 각각 41.2%, 18.8%, 40.0%

로 유사한 배분이지만 사회‧국가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한

편 충주시 소태면은 50.8%, 21.5%, 27.7%로 도시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즉 개인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사회‧국가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이다.

노후의 자녀동거에 대해서는 동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익산시 영등2동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친구‧이웃‧지인

  0점 6.0 5.5 1.0

  1∼2점 4.7 0.9 3.1

  3∼4점 6.9 4.6 10.3

  5점 35.1 24.6 25.0

  6점 8.5 7.3 14.2

  7점 17.6 10.9 22.1

  8점 13.2 20.9 15.7

  9점 1.3 9.1 5.0

  10점 6.9 16.4 3.7

  (평균) 5.6 6.7 6.1

계 100.0 100.0 100.0

(명) (319) (11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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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낮아 14.6%이다. 또한 자녀의 부양시기에 대해서는 성북구 정

릉3동은 45.6%가 결혼할 때까지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23.1%는 직장이 

생길 때까지라고 응답하고 있어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직장이 생길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가 각각 

34.6%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35.1%가 결혼할 때까지, 28.3%가 직

장이 생길 때까지로 응답하고 있다.

〈표 3-8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가치관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여생을 보내고 싶은 방법
  취미활동 10.6 13.6 4.7
  자아개발활동 3.1 1.8 0.4
  자원봉사 7.5 5.5 1.7
  종교활동 8.1 1.8 2.7
  소득창출 24.3 24.6 28.5
  건강유지 34.7 41.8 33.0
  쉼 11.6 10.9 29.1
노후생활비 마련의 책임
  본인책임
    0% 11.9 11.8 4.5
    1∼50% 미만 33.9 36.4 35.1
    50% 25.7 29.1 20.0
    50% 이상∼100% 미만 21.3 18.2 30.1
    100% 7.2 4.6 10.3
    (평균) (44.1) (41.2) (50.8)
  자녀‧가족 
    0% 25.1 31.8 23.9
    1∼50% 미만 60.8 54.6 63.9
    50% 11.0 10.0 6.0
    50∼100% 미만 3.1 3.6 5.8
    100% - - 0.4
    (평균) (21.2) (18.8) (21.5)
  사회‧국가 
    0% 10.0 7.3 12.4
    1∼50% 미만 52.0 47.3 67.8
    50% 25.1 33.6 14.4
    50∼100% 미만 9.4 9.1 4.1
    100% 3.5 2.7 1.2
    (평균) (34.7) (40.0) (27.7)
  계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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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고령자의 거주형태

중고령자의 거주형태별 거주기간 및 이유를 살펴보면 <표 3-84>, <표 

3-85>와 같다. 독거하는 경우 성북구 정릉3동에서는 평균 독거기간이 

15.8년, 익산시 영등2동는 10.6년, 충주시 소태면은 9.3년이어서 대도시 

지역의 독거기간이 길다. 이들이 혼자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

3동은 개인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아 26.9%, 다음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21.2%, 자녀의 결혼이 15.4%이다. 한편 익산시 영등2동은 배

우자의 사망이라는 응답이 54.6%에 달하고 있다. 개인생활 향유를 위해

서라는 응답은 18.2%이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배우자의 사망이 

44.6%로 높고 다음이 기존 거주지에 거주할 것을 원해서가 23.0%이다. 

즉 도시지역은 배우자의 죽음이나 개인생활의 영위를 위한 것이 대부분

인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싶

어서라는 응답이 눈에 두드러진다.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노후의 자녀동거에 대한 태도

  동거해야 함 22.5 14.6 24.1

  동거할 필요 없음 77.5 85.5 75.9

자녀부양시기

  학업 17.8 24.6 17.1

  성년이 될 때까지 3.1 3.6 9.7

  직장이 생길 때까지 23.1 34.6 28.3

  결혼할 때까지 45.6 34.6 35.1

  손자녀 양육시까지 4.4 0.9 3.1

  주거가 마련될 때까지 2.2 4.1 1.8

  기타 3,8 2.7 -

계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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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4〉 조사지역별 독거 중고령자의 독거기간 및 독거 이유

(단위: %,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독거 기간

  5년 미만 26.9 9.1 37.8

  5~10년 미만 21.2 27.3 20.3

  10~20년 미만 13.5 63.4 25.7

  20~30년 미만 23.1 - 14.9

  30년 이상 15.4 - 1.4

  (평균) (15.8) (10.6) (9.3)

혼자 사는 이유

  배우자의 사망 21.2 54.6 44.6

  자녀의 결혼 15.4 - 2.7

  자녀의 직업상의 이동 5.8 9.1 5.4

   경제적 능력 - 9.1 2.7

   건강해서 5.8 - 1.4

   개인생활 향유를 위해 26.9 18.2 1.4

   자녀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부담 1.9 - -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5.8 - 23.0

   자녀의 별거 희망 1.9 9.1 2.7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9 - 8.1

   자녀가 없어서 5.8 - 1.4

   자녀가 모두 딸이어서 1.9 - 1.4

   기타 3.9 - 5.4

계 100.0 100.0 100.0

(명) (52) (11) (74)

이와 더불어 부부가구인 경우도 부부가구로 생활한 기간을 조사하였는

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13.9년으로 조사되어 성북구 정릉3동의 8.1년

이나 익산시 영등2동의 8.4년에 비하여 긴 편이다(표 3-85 참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41.7%인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자

녀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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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부가구 기간 및 자녀동거시 이유

(단위: %, 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부가구 기간(부부만 살게 된 기간)

  5년 미만 42.5 32.7 15.4

  5~10년 미만 30.0 12.2 19.3

  10~20년 미만 17.5 55.1 38.6

  20년 이상 10.0 - 26.8

  (평균) (8.1) (8.4) (13.9)

계 100.0 100.0 100.0

(명) (80) (38) (244)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 27.8 11.1 41.7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8.3 - 3.3

   가사노동 부담 2.8 11.1 5.0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 33.3 3.3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36.1 22.2 6.7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위해 2.8 0.0 3.3

   경제적 능력 부족 8.3 11.1 6.7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3.9 11.1 26.7

   기타 - - 3.3

계 100.0 100.0 100.0

(명) (36) ( 9) (60)

한편 건강이 나빠져 몸이 부자유스럽게 되었을 때, 어떤 거주형태로 살

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표 3-86>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익산시 영등2동(42.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성북구 정릉3동(39.7%), 충주시 소태면(16.7%) 등의 순이다. 반면 농촌

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노인단독가구(64.9%) 또는 자녀동거희망률

(18.4%)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더 높았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선호하는 경우 시설이용시 비용 부담 정도에 대

해서는 3개 지역에서 모두 약 70%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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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향후 거주형태에 대한 욕구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건강 악화시 거주형태
  자녀 동거 15.9 9.1 18.4
  노인단독가구 44.4 48.2 64.9
  노인요양시설 입소 39.7 42.7 16.7
  계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시설 이용시 비용 부담 정도1)

  매우 부담이 될 것이다 30.7 29.8 17.3
  부담이 되는 편이다 42.5 46.8 50.6
  그저 그렇다 8.7 12.8 6.2
  부담되지 않는다 16.5 10.6 16.0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6 - 9.9
  계 100.0 100.0 100.0
  (명) (127) (47) (81)

주: 1) 노년기 거주지로 시설을 선호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7.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가.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중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이 (매우) 나

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29.1%, 익산시 영등2동이 

39.1%, 충주시 소태면이 41.8%로,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인 성북구 정

릉3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볼 수 있다(표 3-87 참조).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흡연율, 음주율, 운동실천율, 건강검진율을 

살펴보면, 고연령층이 많은 충주시 소태면과 성북구 정릉3동의 흡연율은 

각각 15.7%, 15.6%로 익산시 영등2동(12.7%) 보다 더 높다. 음주율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52.8%)과 익산시 영등2동(49.1%)이 충주시 

소태면(33.6%) 보다 더 높다. 

한편 운동실천을 하고 있는 비율은 도시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69.1%)

과 성북구 정릉3동(67.5%)이 충주시 소태면(29.3%)보다 훨씬 더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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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나 이는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고연령자가 많고 농·

임·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신체활동이 활발히 이루

어질 수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건강검진율은 농

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90.3%)이 익산시 영등2동(89.1%)과 성북구 정

릉3동(84.1%) 보다 더 높다. 

본인이 인지하는 근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

도를 파악하였다. 평소 낙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성북

구 정릉3동이 51.9%로 가장 높고, 익산시 영등2동 49.1%, 충주시 소태

면 47.7% 등의 순이다.

중고령자의 우울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SGDS-K(15개 항목)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우울증상 비율은 고연령층이 많은 충주시 소태면이 21.2%로 

가장 높고, 성북구 정릉3동 20.6%, 익산시 영등2동 12.7% 등이다. 

<표 3-88>에서 만성질환상태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의사 

진단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지역별로 만성질환유병률을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고혈압(45.5%), 고지혈증(27.7%), 요통·좌골신경통(18.4%), 

당뇨병(17.8%), 골관절염·류마티즘 관절염(15.0%) 등의 순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고혈압(34.8%), 당뇨병(19.6%), 골관절염·류마티즘 관절염

(18.8%), 골다공증(17.0%), 고지혈증(16.1%) 등의 순이다. 충주시 소태

면은 고혈압(44.6%), 골관절염·류마티즘 관절염(26.3%), 당뇨병(18.5%), 

골다공증(17.1%), 요통·좌골신경통(11.0%) 등의 순으로 주요 만성질환

의 종류는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서 골관절염·류마티즘 관절염 유병률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종합적 만성질환율을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이 77.6%로 가장 높고, 

성북구 정릉3동 75.4%, 익산시 영등2동 68.8% 등으로 지역간 고연령층

의 분포 차이에 비하여 만성질환유병률은 차이가 적은 수준이다.



16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표 3-8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2 0.9 1.6

  건강한 편이다 38.4 34.5 33.6

  그저 그렇다 30.3 25.5 22.9

  나쁜 편이다 27.2 31.8 31.5

  매우 나쁘다 1.9 7.3 10.3

흡연 여부

  아니오(비흡연) 84.4 87.3 84.3

  예(흡연) 15.6 12.7 15.7

음주 정도

  최근 1년간 비음주 47.2 50.9 66.4

  한달에 1회 미만 11.3 6.4 2.3

  한달에 1회 정도 4.4 8.2 2.5

  한달에 2~3회 정도 10.0 10.9 7.2

  일주일에 1회 정도 6.6 6.4 4.1

  일주일에 2~5회 정도 13.4 14.5 12.6

  거의 매일 7.2 2.7 4.9

운동 여부

  운동 함 67.5 69.1 29.3

  운동 안함 32.5 30.9 70.7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예(검진) 84.1 89.1 90.3

  아니오 15.9 10.9 9.7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48.1 50.9 52.4

  약간 두려워한다 32.5 28.2 25.6

  많이 두려워한다 19.4 20.9 22.1

우울 정도1) 

  정상 79.4 87.3 78.8

  우울 증상 20.6 12.7 21.2

계2)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주: 1)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를 사용하였으며, 절단점 8점 이상을 우울 증상으로 분류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N=915).



제3장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초분석 167

〈표 3-8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 및 치료율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유병률 치료율1) 유병률 치료율1) 유병률 치료율1)

만성질환명

  고혈압 45.5 95.9 34.8 100.0 44.6 98.2

  뇌졸중(중풍, 뇌경색) 3.4 100.0 4.5 100.0 4.3 81.0

  고지혈증 27.7 92.1 16.1 88.9 10.8 86.8

  협심증·심근경색증 3.1 100.0 - - 3.7 100.0

  기타 심장질환 2.8 77.8 5.4 100.0 5.1 92.0

  당뇨병 17.8 96.5 19.6 86.4 18.5 94.5

  갑상선 질환 4.0 76.9 6.3 85.7 2.0 60.0

  골관절염·류마티즘 관절염 15.0 81.3 18.8 85.7 26.3 82.9

  골다공증 11.8 84.2 17.0 63.2 17.1 83.3

  요통·좌골신경통 18.4 66.1 15.2 70.6 11.0 70.4

  만성기관지염·폐기종 0.9 100.0 0.9 100.0 0.8 100.0

  천식 3.7 58.3 7.1 75.0 2.0 90.0

  폐결핵·결핵 0.3 100.0 - - - -

  백내장 8.1 80.8 6.3 42.9 5.3 57.7

  녹내장 1.6 80.0 - - 0.4 50.1

  만성중이염 0.6 100.0 - - 0.4 50.0

  암(악성신생물) 3.7 100.0 2.7 100.0 1.8 77.8

  위·십이지장 궤양 6.9 77.3 10.7 58.3 5.3 76.9

  간염 1.2 75.0 0.9 100.0 0.8 75.0

  간경변 - - - - 0.4 50.0

  만성신부전증 0.3 100.0 - - 1.8 100.0

  전립선비대증 4.0 76.9 7.1 62.5 2.9 78.6

  요실금 5.0 56.3 5.4 50.0 2.0 40.0

  빈혈 3.4 54.5 3.6 - 0.4 50.0

  피부병 4.0 84.6 0.9 100.0 0.4 100.0

  우울증 3.7 83.3 4.5 20.0 1.4 100.0

  치매 0.6 100.0 0.9 100.0 1.2 83.3

  골절탈골·사고 후유증 3.7 83.3 8.9 100.0 0.8 75.0

  기타 8.4 81.5 9.8 90.9 9.0 90.9

만성질환수

  없음 24.6 31.3 22.4

  1개 24.3 22.3 26.7

  2개 16.2 16.1 23.2

  3개 이상 34.9 30.4 27.7

  계 100.0 100.0 100.0

 (명) (321) (112) (491)

주: 1) 만성질환별 치료율은 각 만성질환자(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만성
질환유병률이 매우 낮은 경우 그 치료율의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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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자(65세 이상)의 기능상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능상태는 저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65세 이

상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관련 7개 항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 95% 이상의 고령자는 전

혀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은 3.1%가 도

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4.3%, 충주시 소태면은 높은 고

령화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의존적인 상태인 비율이 

4.9%로 고령자의 기능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표 3-89 참조).

한편 10개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상태를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88.8%, 익산시 영등2동은 78.3%,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83.2%가 완전

자립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인의 기능상태는 2013년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

어 비표본오차(측정오차 등)의 요인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표 3-89〉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능상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1)

  완전 자립 96.9 95.7 95.1

  1개 도움 필요 1.3 2.2 1.6

  2개 도움 필요 　- -　 1.3

  3개 도움 필요 　- -　 0.6

  4개 도움 필요 0.6 2.2 0.3

  5개 도움 필요 0.6 -　 0.6

  6개 도움 필요 -　 -　 0.3

  7개 도움 필요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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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조절
하기 등 7개 항목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2)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투약관리,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
용하기 등 10개 항목중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3)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표 3-90>은 조사지역별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한 내용

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이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이나 가

입한 비율 모두 3개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가입률(가입은 

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제외)이 33.6%로 월등히 낮

다. 또한 연금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이전부터 공적연금을 가입했다는 것

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노후준비도 익산시 영등2동이 다소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이나 가입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연

금수급률 18.8%, 미가입률 68.2%).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3개 지역 모두 미

가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성북구 정릉3동 87.5%, 익산시 영등2동 

84.5%, 충주시 소태면 91.5%). 더불어 기업퇴직연금 역시 성북구 정릉3동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2)

  완전 자립 88.8 78.3 83.2

  1~2개 도움 필요 6.3 10.9 9.7

  3~4개 도움 필요 1.9 6.5 3.2

  5~6개 도움 필요 0.6 2.2 1.6

  7~8개 도움 필요 1.3 - 1.0

  9~10개 도움 필요 1.3 2.2 1.3

기능상태 종합

  기능제한 없음 88.1 78.3 83.2

  IADL만 제한 8.8 17.4 12.0

  ADL만 제한 0.6 - -

  ADL&IADL 모두 제한 2.5 4.3 4.9

계3) 100.0 100.0 100.0

(명) (160) (46)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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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익산시 영등2동 7.4%, 충주시 소태면 0.0%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

준이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연금체제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3개 지역의 

중고령자들은 상당부분 편입되지 못하거나 내에 있더라도 공적연금에 치중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노후를 위한 부동산 유무에 있어서는 성북구 정릉3동이 61.9%가 있음이

라고 응답한 반면에 익산시 영등2동은 30%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충주시 

소태면은 54.4%로 중간에 위치했다. 노후를 위한 저축에 있어서는 충주시 

소태면이 40.8%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 영등2동이 32.7%로 가장 낮았다. 익

산시 영등2동은 경제적인 노후준비에 있어 부동산이나 저축보다는 연금제도

가 주요 노후소득 준비방법인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반면, 주식․채권의 

비율은 3개 지역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예상되는(또는 현재 수령하는) 월평균 노후소득에 있어서는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22.0%, 25.6%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익산

시 영등2동은 7.7%만이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50만원 미만의 월평균 노후소

득을 예상(또는 현재 받는)하는 비율 역시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

이 각각 43.0%, 46.0%로 많은 비중을 보여 두 지역의 상당부분의 중고령자

들이 낮은 금액을 예상하는(또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

균 노후소득에 대한 충분성에 관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78.5%, 충주시 소태면은 66.2%가 (매우) 부

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예상되는(또는 받는) 월평균 노후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충분성에 있어서는 68.2%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동 비율은 충주

시 소태면보다도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지역별로 살펴본 중고령자 가

구의 소비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구조의 특성과 지출수준 및 개인적

인 기준 등의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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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공적연금 가입 실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음 22.5 26.4 18.8

  가입하여 납부중 19.4 32.7 11.8

  가입하였으나 미납부중 2.2 7.3 1.2

  미가입 55.9 33.6 68.2

개인연금 가입 실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음 1.3 5.5 0.6

  가입하여 납부중 11.3 10.0 7.8

  가입하였으나 미납부중 - - -

  미가입 87.5 84.5 91.5

기업퇴직연금 가입실태

  가입 1.6 7.4 -

  미가입 98.4 92.6 100.0

노후를 위한 부동산

  있음 61.9 30.0 54.4

  없음 38.1 70.0 45.6

노후를 위한 저축

  있음 37.2 32.7 40.8

  없음 62.8 67.3 59.2

노후를 위한 주식․채권 등

  있음 0.6 2.7 0.2

  없음 99.4 97.3 99.8

기타

  있음 0.3 0.9 0.8

  없음 99.7 99.1 99.2

예상되는(현재 받는) 가구 월평균 노후소득수준

  매우 충분하다 0.9 0.9 1.0

  충분한 편이다 5.9 7.3 8.2

  보통이다 14.7 23.6 24.5

  부족한 편이다 48.8 40.9 42.3

  매우 부족하다 29.7 27.3 23.9

계1)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예상되는(현재 받는) 가구 월평균 노후소득

  없음 22.0 7.7 25.6

  50만원 미만 43.0 29.5 46.0

  50~100만원 미만 20.6 24.4 17.9

  100~200만원 미만 10.7 28.2 7.0

  200~300만원 미만 2.8 7.7 1.8

  300~400만원 미만 0.5 2.6 1.1

  400만원 이상 - - 0.7

  기타 0.5 - -

계2) 100.0 100.0 100.0

(명) (214) (78) (28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가구단위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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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서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할 의

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은 아직은 제도를 활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활용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30%, 성북구 정릉3동이 21.6%, 충주시 소태면이 11.3% 순으

로 나타났다(표 3-91 참조). 오히려 활용할 의사가 없는 비율이 3개 지역 

모두 더 높았는데, 성북구 정릉3동은 37.2%, 익산시 영등2동은 41.8%, 

충주시 소태면은 70.9% 수준이었다. 특히 충주시 소태면은 부정적인 답

변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자녀 상속이 

5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26.7%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

식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비

율이 4.4%에 불과하고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율이 26.7%

인 것을 볼 때, 이들에게 농지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의 또 하나의 방법

으로써 크게 인식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농지는 지속적인 소

득창출이 가능한 창구의 역할로서의 인식이 더 강할 것이라 사료된다. 성

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역시 활용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에게는 자

녀 상속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북구 정릉3동은 제도

에 대해 잘 모르는 비율이 25.0%로 더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충분해서․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역시 자녀상속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은 자녀상속이 41.3%로 가장 높았고, 소득

이 충분하다는 답변도 3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특이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의 반대 비율이 15.2%로 꽤 

높았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활용할 주택이나 농

지가 없음이 3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

안정한 대도시의 주거상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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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주택연금/농지연금 활용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주택연금/농지연금 활용

  이미 활용하고 있음  0.3 -  0.4

  향후 활용할 의사 있음 21.6 30.0 11.3

  활용할 의사 없음 37.2 41.8 70.9

  활용할 주택이나 농지 없음 35.3 12.7 14.2

  잘 모르겠음 5.6 15.5  3.1

계1)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활용할 의사 없는 이유

  소득이 충분하여 19.8 30.4 10.8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19.8  4.3 26.7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21.6 41.3 55.2

  가족이 반대할 것 같아서  7.8 15.2  2.0

  제도에 대해 상세히 몰라서 25.0  8.7  4.4

  기타  6.0 -  0.9

계2) 100.0 100.0 100.0

(명) (116) (46) (344)

주: 1) 문항특성상 대리응답이 불가한 관계로 본인응답만을 기준으로 함.

     2)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표 3-92>는 조사지역별로 향후 5년 내에 중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가족 내 변화를 전망하는가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가족 생활비 부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북구 정릉3동이 55.1%로 가장 높

았고, 익산시 영등2동 44.9%, 충주시 소태면 41.4%였다.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역시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이 가장 높

았다.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비 부담은 3개 지역 모두 가족생활비에 비해 상

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았는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에는 7.7%만이 부담

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비가 큰 부

담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

어,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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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녀 교육비의 경우,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익산시 영등2동이 훨씬 높은 

수준인 74.1%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가구의 소비현

황에서 나타난 생활비 중 부담되는 지출항목 중 교육비가 20.3%로(표 

3-70 참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부분과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결혼비용은 익산시 영등2동이 78.0%로 부담을 느끼는 비

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북구 정릉3동 71.4%, 충주시 소태면 

52.5%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되는 수준에 있어서도, 익산시 영등2동이 

69.2%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체감하는 수준이 다른 두 지역에 비

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 또는 배우자 의료비 부담, (배우자) 부모의 

의료비 부담 모두 익산시 영등2동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각종 항목별 부담을 느끼는 비율에 있어 익

산시 영등2동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대부분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담이 된다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

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 지역 모두 가족에게 부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법의 비율수준에 있어서는 성북구 정릉3동은 익산시 

영등2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상대적으로 빚을 내는 것이 높게 나타

났고, 그 외에도 타인에게 부탁한다와 기타의 비율도 일정부분 나타났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외하면, 본인이 경제활

동을 한다는 비율이 20.5%로 높았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저축을 활용

하는 경우는 세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3장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의 기초분석 175

〈표 3-9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가족 내 변화 전망(5년 이내)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가족 생활비 부담된다는 비율 55.1 44.9 41.4

(대상가구수)1) (214) (78) (285)

가족 생활비 부담정도2)

  매우 부담된다 39.0 25.7 22.0

  부담되는 편이다 51.7 68.6 70.3

  그저 그렇다 9.3 5.7 7.6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비 부담된다는 비율 29.4 30.8 7.7

(대상가구수) (214) (78) (285)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비 부담정도2)

  매우 부담된다 44.4 12.5 4.5

  부담되는 편이다 46.0 70.8 68.2

  그저 그렇다 9.5 16.7 27.3

자녀 교육비 부담3) 46.4 74.1 65.2

(대상가구수) (28) (27) (23)

자녀 교육비 부담정도2)

  매우 부담된다 46.2 45.0 53.3

  부담되는 편이다 53.8 45.0 40.0

  그저 그렇다 - 10.0 6.7

자녀 결혼비용 부담3) 71.4 78.0 52.5

(대상가구수) (112) (50) (118)

자녀 결혼비용 부담정도2)

  매우 부담된다 53.8 69.2 43.5

  부담되는 편이다 42.5 25.6 51.6

  그저 그렇다 3.8 5.1 4.8

나 또는 배우자 의료비 부담 58.9 76.9 64.2

(대상가구수) (214) (78) (285)

나 또는 배우자 의료비 부담정도2)

  매우 부담된다 36.5 26.7 28.4

  부담되는 편이다 57.1 68.3 65.6

  그저 그렇다 6.3 5.0 6.0

(배우자) 부모의 의료비 부담3) 42.6 63.6 40.6

(대상가구수) (61) (33) (64)

(배우자) 부모의 의료비 부담정도2)

  매우 부담된다 23.1 38.1 26.9

  부담되는 편이다 69.2 57.1 69.2

  그저 그렇다 7.7 4.8 3.8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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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동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하여 본인이 응답한 경우만 해당되며, 부부중 한명만 조사한 문항

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함. 
     2) 항목별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분석함.
     3) 자녀의 교육이 끝난 경우,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은 비해당으

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표 3-93>은 조사지역별로 현재 취업자에 한해서 경제활동관련 지속

가능성 및 대비상황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향후 5년 내에 일을 그만

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충주시 소태면은 56.5%로 가능성

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익산시 영등2동이 51.9%, 성

북구 정릉3동이 4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람에 한해 일을 그만둘 경우에 대비해 어떠한 준비

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주시 소태면은 98.2%가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

은 수치이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은퇴이다.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들의 대부분은 생애기간에 농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많고, 본

인이 원하고 가능한 한 자유롭게 농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수준

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농사의 지속성에 제약이 생기며 자연스러운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자금 마련 계획

  저축을 활용한다 19.3 22.5 13.8

  부동산을 처분한다 19.9 22.5 17.0

  빚을 낸다 14.0 8.5 7.6

  가족에게 부탁한다 26.9 31.0 39.7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부탁한다 4.1 - 1.3

  기타 3.5 - -

  본인이 경제활동을 한다 12.3 15.5 20.5

계 100.0 100.0 100.0

(가구) (171) (71)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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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로의 결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물론 은퇴라는 결정 말고도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익산시 영등2동은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 비율이 69.2%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다양한 방법의 준비를 하고 있었

다. 특히 창업준비가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 역시 익

산시 영등2동처럼 여러 방법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준비하는 것 중에는 직업교육 참여가 4.5%로 가장 높았다.

〈표 3-9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취업자의 경제활동관련 지속가능성 및 대비상황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본인이 향후 5년 내 일을 그만둘 가능성1)

  가능성이 매우 높음 18.6 14.8 13.5

  가능성이 있는 편 38.5 33.3 30.0

  가능성 없음 42.9 51.9 56.5

계 100.0 100.0 100.0

(명) (156) (54) (400)

일을 그만둘 가능성에 대한 준비 상황2)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음 89.9 69.2 98.2

  창업준비(아이템, 자금 등) - 15.4 -

  직업교육 참여 4.5 3.8 0.6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1.1 7.7 -

  자격증 준비 또는 획득 2.2 3.8 -

  기타 2.2 - 1.2

계 100.0 100.0 100.0

(명) (89) (26) (167)

주: 1) 현재 취업자에 한해서 질문함. 무응답(충주시 소태면 3명) 제외한 수치임. 
     2) 현재 취업자 중 5년 내에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람과 무응답(충주시 소태면 7명)을 

제외한 수치임. 



17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표 3-94>는 조사지역별로 미취업 중고령자에 한해서 신체적 건강, 일

자리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조건이 허락된다면 향후 5년 내에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이 42.1%로 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익산시 영등2동이 28.6%, 충

주시 소태면은 19.8% 순이었다. 한편, 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3개 지역 모두 생활비 마련이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다. 특히 성북구 정릉3동은 83.8%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생활비 이외의 다른 이유에 있어서는 3개 지역 모두 다양한 응답

이 나왔는데,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건강수준의 유지가 가

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이었

다. 

하지만 향후 5년 내에 일을 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개 지역 모두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는 응답

이 가장 높아, 일을 할 의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준비는 거의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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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4〉 조사지역별 미취업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의향 및 준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향후 5년 내에 일 의향 여부1)

  그렇다 42.1 28.6 19.8

  그렇지 않다 57.9 71.4 80.2

계 100.0 100.0 100.0

(명) (164) (56) (81)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2)3)

  생활비 마련 83.8 50.0 62.5

  가족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 4.4 6.3 -

  부채를 갚기 위해 - - -

  건강수준의 유지 5.9 18.8 -

  관계유지 및 새로운 인간관계 - 12.5 6.3

  능력(경력) 발휘 2.9 - 6.3

  시간을 보내기 위해 2.9 12.5 25.0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명) (68) (16) (16)

향후 5년 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상황2)4)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음 92.8 86.7 93.8

  창업준비(아이템, 자금 등) - 6.7 -

  직업교육 참여 1.4 6.7 -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2.9 - -

  자격증 준비 또는 획득 1.4 - -

  기타 1.4 - 6.3

계 100.0 100.0 100.0

(명) (69) (15) (16)

주: 1) 현재 미취업자에 한해서 질문함. 무응답(충주시 소태면 1명) 제외한 수치임. 
     2) 현재 미취업자 중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질문함. 

     3) 성북구 정릉3동 무응답 1명 제외
     4) 익산시 영등2동 무응답 1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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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고령자의 지역사회와 여가문화활동 

가. 보건복지자원 이용 실태

중고령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시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로당 이용률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커, 성북구 정릉3동 7.2%, 익산시 영등2동 45.5%, 충주시 

소태면 71.4%이다. 반면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이용률이 상

대적으로 높아 성북구 정릉3동 13.2%, 익산시 영등2동 9.1%이고, 충주

시 소태면은 0.7%이다(표 3-95 참조).

중고령자는 노인복지관 외에도 다양한 복지관의 이용대상이 되기도 한

다. 각종 복지관 이용률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이 7.2%, 익산시 영

등2동 3.6%이고, 공공 여가복지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이

용률은 익산시 영등2동이 13.6%로 더 높고, 성북구 정릉3동 7.8% 등이

며, 민간 여가문화센터 이용률은 성북구 정릉3동 12.2%, 익산시 영등2동 

3.6% 등이다. 

한편 공적 보건인프라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을 살펴보

면 성북구 정릉3동 37.2%, 익산시 영등2동 36.4%, 충주시 소태면 73.8%

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경로

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보건소는 보건의료자원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

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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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지역 복지자원 이용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경로당 이용 경험1)

  있음 7.2 45.5 71.4

  없음 92.8 54.5 28.6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있음 13.2 9.1 0.7

  없음 86.8 90.9 99.3

계1) 100.0 100.0 100.0

(명) (159) (44) (304)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있음 7.2 3.6 -　

  없음 92.8 96.4 100.0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있음 7.8 13.6 1.2

  없음 92.2 86.4 98.8

민간 여가문화센터(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

  있음 12.2 3.6 1.0

  없음 87.8 96.4 99.0

보건소, 보건지(진료)소

  있음 37.2 36.4 73.8

  없음 62.8 63.6 26.2

계2)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주: 1) 고령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나. 여가문화활동 실태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행 경험, 평생교

육프로그램 참여, 컴퓨터·인터넷 이용, 주된 여가문화활동, 그리고 자원

봉사활동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표 3-96>에서 지난 1년간 국내 또는 국외 여행 경험이 있는 비율을 

보면, 충주시 소태면 62.5%로 가장 높고, 익산시 영등2동 54.5%, 성북구 

정릉3동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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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위하여 교육받은 적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50대 연령층이 많은 익산시 영등2동이 18.2%로 가

장 높고, 성북구 정릉3동 11.2%, 충주시 소태면 5.2%이다. 평생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영역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건

강관리교육(25.0%)와 예술문화교육(22.2%)이 높고, 익산시 영등2동은 예

술문화교육(45.0%)과 건강관리교육(25.0%), 그리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예술문화교육(56.0%)과 취업 및 직업교육(20.0%)이 높다.

컴퓨터·인터넷 이용률은 익산시 영등2동이 43.6%로 가장 높고, 성북구 

정릉3동 38.1%, 충주시 소태면 21.6%이며, 핸드폰 사용률은 성북구 정릉

3동 90.7%, 익산시 영등2동 90.0%, 충주시 소태면 83.5%로, 특히 스마트

폰 사용률은 익산시 영등2동이 43.6%로 가장 높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경

우 핸드폰 이용 정도에서 검색·뉴스보기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를 이용한다는 비율도 익산시 영등2동이 35.3%로 성북구 정릉3동(25.5%)

과 충주시 소태면(16.2%)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3-97>에서 운동, 여행, 배우기 이외에 현재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있

다는 비율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 60.9%, 익산시 영등2동 52.7%, 충주시 

소태면 44.7% 등이다. 현재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경

우 주된 여가문화활동 2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를 보면 지역간 차이를 

보이는데, 성북구 정릉3동은 산책(48.9%), 등산(33.9%), 책읽기(21.7%) 

등의 순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산책(25.8%), 등산(24.2%), 노래부르기/

노래교실(12.9%) 순이며,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화투·카드·웇놀이

(53.7%), 산책(15.9%), 바둑·장기·체스(11.8%) 등이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율은 성북구 정릉3동 10.6%, 익산시 영등2동 

6.4%, 충주시 소태면 6.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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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여행 경험

  있다 40.0 54.5 62.5

  없다 60.0 45.5 37.5

평생교육 여부

  있다 11.2 18.2 5.2

  없다 88.8 81.8 94.8

컴퓨터·인터넷 이용 정도

  매우 능숙하게 사용 3.4 5.5 2.3

  원하는 정보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20.6 23.6 10.1

  원하는 정보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14.1 14.5 9.3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61.9 56.4 78.4

핸드폰 사용

  스마트폰 사용 41.3 43.6 22.7

  일반 핸드폰 사용 49.4 46.4 60.8

  갖고 있지 않다 9.4 10.0 16.5

계1)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평생교육 영역2)

  건강관리 교육 25.0 25.0 4.0

  예술문화 교육 22.2 45.0 56.0

  어학 교육 8.3 　- -　

  인문학 교육 2.8 5.0 -　

  정보화 교육 13.9 10.0 -　

  자원봉사 교육 5.6 　- 8.0

  취업 및 직업 교육 19.4 10.0 20.0

  기타 2.8 5.0 12.0

핸드폰 이용 정도3)

  전화 받기/걸기만 이용 25.5 37.4 42.5

  전화 받기/걸기, 문자 받기 20.3 11.1 20.7

  문자 받기/보내기, 검색 기능 비이용 28.6 16.2 20.5

  검색 이용, 소셜 네트워크(SNS) 비이용 15.5 22.2 8.1

  소셜 네트워크(SNS) 등 모두 이용 10.0 13.1 8.1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평생교육 경험자만 분석 대상임. 

     3) 핸드폰 소유자만 분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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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경험 여부 및 주된 활동 종류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여가문화활동 여부

  하고 있다 60.9 52.7 44.7

  한 적은 있으나 현재 하지 않는다 8.1 3.6 6.0

  한 적이 없다 30.9 43.6 49.3

  계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주된 여가문화활동률(1순위, 2순위 복수응답)1)

  책읽기 21.7 11.3 8.1

  글쓰기 2.7 4.8 0.4

  산책 48.9 25.8 15.9

  등산 33.9 24.2 9.8

  낚시 5.0 4.8 2.8

  스포츠 관람 0.5 4.8 　-

  컴퓨터 및 인터넷 9.0 4.8 2.8

  게임 2.3 6.5 0.8

  바둑, 장기, 체스 3.2 4.8 11.8

  화투, 카드, 웇놀이 3.6 8.1 53.7

  문학행사와 참여 1.4 -　 　-

  미술 등 전시회 감상 1.8 　- 0.4

  클래식·오페라공연 관람 -　 　- 0.8

  연극 공연 관람 1.4 　- 1.6

  영화보기/영화감상 14.5 11.3 1.2

  연예 공연 관람 　- 1.6 -　

  문예창작/독서(토론) 　- 1.6 　-

  악기 연주 1.4 　- 2.8

  노래부르기/노래교실 6.8 12.9 9.3

  음악 듣기 14.0 6.5 1.6

  전통예술 배우기 0.5 1.6 0.8

  춤추기 2.3 1.6 3.3

  무용 배우기 0.5 4.8 -　

  사진 찍기 1.4 1.6 0.8

  생활공예 1.4 1.6 -　

  서예 0.9 　- 0.8

  기타 4.5 9.7 22.0

(대상자수) (221) ( 62) (246)

주: 1) 여가문화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주된 여가문화활동 1순위와 2순위의 활동을 복수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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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한 적이 없다 80.6 89.1 92.4

한 적은 있으나 현재 하지 않는다 8.8 4.5 1.4

현재 활동하고 있다 10.6 6.4 6.2

계 100.0 100.0 100.0

(명) (320) (11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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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

  1. 개요

배우자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건강과 동반외출 빈도가 매년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

여 배우자관련 항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장기적인 심층주제

에 기초하여 볼 때, 배우자와의 관계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 없이도 심

층적인 연구가 가능한 주제이며,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구

체적·종합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질문항목 개

발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가족 내에서의 부부간의 도구적인 역할분담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의 배분 실태를, 배우자와의 활동의 공유 상태를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출빈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활동 및 모임

을, 정서적 유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빈도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부부

간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비 지출, 노후자금 마련 관련 

계획 및 투자, 자녀의 진로 및 결혼,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및 수발 등 중년

층이 당면하게 되는 주요 이슈별 부부간의 의견반영 정도를 파악하였다. 

한편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갈등의 발생 빈도 및 원인을 

파악하여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려고 하였다. 더불어 대화

의 충분성, 부부생활(성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고의 동질성, 배우자에 대

한 신뢰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파악하였다.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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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부의 일반특성

부부의 연령구성, 교육수준, 취업 및 건강실태를 비교해본 <표 4-1>에 

의하면 부부가 모두 80세 이상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3.3%, 익산시 

영등2동은 8.0%, 충주시 소태면은 10.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

가 모두 80세를 넘는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독자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

이 높아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부부가 모두 무학인 비중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매우 커 충주시 소태면은 39.9%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1%에 불과하다. 반면 부부가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은 27.3%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부부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모두 약 1/3 정도

만이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8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6.6%에 불과하여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농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세 지역 모두 부부

가 모두 건강한 비율이 약 1/4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건

강하지 않은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은 2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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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연령 구성

  부부 모두 중년층 (65세 미만) 49.8 69.3 35.9

  부부 중 1인 전기노인(65∼79세) 46.9 22.7 53.6

  부부 중 1인 이상 후기노인(80세 이상) 3.3 8.0 10.5

교육수준

  부부 모두 무학 10.1 18.2 39.9

  부부 중 최소 1인은 중학교 졸업 24.9 5.7 24.9

  부부 중 최소 1인은 고등학교 졸업 48.3 48.9 48.3

  부부 모두 고등학교 이상 졸업 16.8 27.3 16.8

취업실태

  부부 모두 취업 32.2 37.5 83.8

  남편만 취업 23.7 18.2 5.8

  아내만 취업 24.2 19.3 3.9

  부부 모두 비취업 19.9 25.0 6.6

배우자의 건강

  부부 모두 건강 26.5 26.1 24.5

  1인 건강+1인 그저 그러함 32.2 19.3 22.0

  1인 건강하지 않음+1인 건강한 편
  (건강 또는 그저 그러함) 

28.9 38.6 30.9

  부부 모두 건강하지 않음 12.3 15.9 22.6

계 100.0 100.0 100.0

(명) (211) (88) (362)

주: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3. 배우자와의 활동의 공유

부부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가를 가사노동과 문화여가활동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식사‧요리, 설거지, 빨래, 시장보기, 집안청소, 쓰

레기 버리기와 같은 6개 항목을 통하여 가사노동의 분담실태를 살펴본 

<표 4-2>에 의하면 부부가 이러한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충주시 



19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소태면에서 높아 6%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이는 부부가 고령 또는 

신체적인 의존성으로 인하여 분리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만 자녀들로부

터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시지역은 동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부인이 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항목을 불문하고 지역별로 유사하

게 약 40% 내외이다. 또한 남편이 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약 40% 내외이

다. 그러나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률은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빨

래, 집안 청소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반 외출이나 함께하는 활동,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의 수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문화여가활동의 공유실태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1.4%가 거의 부부동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였고 세 지역 모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충주시 소태면에서 부부동반 외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

타났다.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9.5%가 함께하

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하여 부부동반 외출률이 낮은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함께하는 활동을 3순위까지 질문하였는데 가장 높은 활동

율을 보이는 항목은 장보기와 외식이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46.2%가 

외식을 40.6%의 응답자가 부부가 함께 장보기를 하고 있고, 산책, 드라

이브 등의 외출이 35.4%,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가 30.2%, 병(의원) 가

기가 20.3%이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장보기가 45.6%로 가장 높지만 

외식은 28.9%로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집안일, 산책, 드리이브 등의 외출, 운동 등이 빈도가 높은 항목이

다. 또한 병(의)원 가기도 18.9%로 높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농

사 등의 일하기가 73.2%로 월등히 높으며, 장보기가 45.9%이고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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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기가 45.1%이다. 이 외에도 외식이 23.5%이다. 종합하면 지역과 무

관하게 장보기와 병(의)원 가기는 부부가 함께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특

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사하기와 함께 병(의)원을 함께 가는 비율이 높은

데, 이는 일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와 읍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면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배우자가 도움을 주고 있는 면지역의 특

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산책, 드라이브 등의 

외출과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의 경우 대도시와 농촌 모두 약 60%에 달하

는 응답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동비율은 익산

시 영등2동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43.2%이다. 부부가 공유하는 다각적인 

문화여가활동과 일상생활이 적다는 사실이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와 주관

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가사노동 분담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식사‧요리 준비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26.5 30.7 36.4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15.2 11.4 8.4

  거의 비슷하게 한다 13.7 12.5 3.9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0.4 20.5 8.4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23.2 23.9 37.5

  부부가 하지 않는다 1.0 1.1 5.3

설거지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20.9 30.7 34.5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19.0 12.5 9.2

  거의 비슷하게 한다 19.4 13.6 5.6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3.7 20.5 9.0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16.1 22.7 35.6

  부부가 하지 않는다 1.0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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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유배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빨래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26.1 26.1 35.3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15.2 15.9 8.4

  거의 비슷하게 한다 16.6 13.6 5.3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0.4 19.3 7.6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20.9 25.0 37.5

  부부가 하지 않는다 1.0 - 5.9

시장보기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17.1 22.7 16.3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15.2 14.8 12.9

  거의 비슷하게 한다 31.3 26.1 35.3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0.4 17.1 12.9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14.7 19.3 17.1

  부부가 하지 않는다 1.4 - 5.6

집안청소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16.1 23.9 29.4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0.4 21.6 11.2

  거의 비슷하게 한다 23.2 9.1 12.0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6.5 26.1 10.9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13.3 18.2 30.3

  부부가 하지 않는다 0.5 1.1 6.2

쓰레기 버리기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17.1 34.1 28.3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1.3 11.4 12.0

  거의 비슷하게 한다 22.8 12.5 16.3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22.8 15.9 12.6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15.2 25.0 25.5

  부부가 하지 않는다 1.0 1.1 5.3

계 100.0 100.0 100.0

(명) (211) (88)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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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문화여가활동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부부동반 외출 빈도

  거의 매일 1.9 8.0 0.6

  일주일에 2∼4번 정도  18.5 19.3 13.0

  일주일에 한번 정도   19.0 20.5 25.6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8.9 30.7 43.0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10.4 5.7 7.2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10.0 6.8 3.3

  거의 하지 않는다 11.4 9.1 7.4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2)

  집안일 21.2 28.9 11.8

  장보기 40.6 45.6 45.9

  외식 46.2 28.9 23.5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등 관람 5.2 5.6 0.0

  산책, 드리이브 등 외출 35.4 28.9 5.7

  운동 17.0 28.9 4.6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30.2 12.2 7.9

  부모님과 함께 시간보내기 0.9 7.8 5.5

  농사 등의 일하기 0.9 15.6 73.2

  병(의)원 가기 20.3 18.9 45.1

  기타 13.7 12.2 12.3

  함께 하는 활동 없음3) 9.5 3.4 5.2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수

  없음 57.4 43.2 58.4

  1개 24.6 27.3 19.3

  2개 12.3 21.6 13.0

  3개 이상 5.7 8.0 9.4

계 100.0 100.0 100.0

(명) (321) (112) (491)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3순위까지의 응답에 해당 항목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 비율임. 

     3) 3순위까지 함께 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4. 부부간의 의사결정 실태와 만족도

부부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를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크다(표 4-4 참조). 이는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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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생활비 지출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약 60%가 아내가 하고 20%대가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응답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아내라는 응답이 36.9%, 남편

이라는 응답이 33.3%인 등 상대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다.

노후자금 마련 계획 및 투자와 관련해서도 농촌지역에서 남편이라는 

응답이 38.0%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

녀의 진로 및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서 10%p 이상 높다. 

이에 비하여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및 수발의 경우는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

률이 높은 편으로 성북구 정릉3동는 60.4%, 익산시 영등2동은 40.9%, 

충주시 소태면이 41.8%이다. 

〈표 4-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의견 조율 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의견반영 정도

  생활비 지출1)

  아내 64.0 60.2 36.9

  거의 비슷 28.0 23.9 29.8

  남편 8.1 15.9 33.3

노후자금 마련 계획 및 투자1)

  아내 25.6 31.8 20.7

  거의 비슷 58.3 48.9 41.3

  남편 16.1 19.3 38.0

자녀의 진로 및 결혼2)

  아내 29.2 34.3 14.4

  거의 비슷 67.5 58.6 67.8

  남편 3.3 7.1 17.8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및 수발2)

  아내 35.4 47.7 42.7

  거의 비슷 60.4 40.9 41.8

  남편 4.2 11.4 15.4

계 100.0 100.0 100.0

(명) (211) (88) (363)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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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충분한 대화

  그런 편이다 43.6 54.6 60.9

  그저 그렇다 34.6 21.6 1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8 23.9 20.7

사고의 유사성

  그런 편이다 46.5 56.8 52.1

  그저 그렇다 26.1 25.0 1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5 18.2 28.7

부부생활(성관계)만족

  그런 편이다 37.9 51.1 46.3

  그저 그렇다 38.4 27.3 27.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7 21.6 26.5

배우자에 대한 신뢰

  그런 편이다 83.9 84.1 82.9

  그저 그렇다 12.3 10.2 12.7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 5.7 4.4

계 100.0 100.0 100.0

(명) (211) (88) (363)

주: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이러한 의사결정 외에도 다양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

데, 긍정적인 응답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화의 

충분성과 사고의 유사성이다. 부부생활(성관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대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에는 지역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 반면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중

소도시<농촌의 순서이다. 사고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50% 내외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18.2%로 타 지역에 비하여 10%p 정도 낮다.

부부생활(성관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대이

다.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은 51.1%이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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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충주시 소태면으로 46.3%이며, 다음이 성북구 정릉3동으로 37.9%

여서 지역별 차이가 분명하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의 경우 80%대가 신뢰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와의 갈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약 31%가 

갈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농촌지역은 약 21%로 약 10%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 갈등 경험률이 높은 것이다. 갈등의 주 원

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이 가장 빈번히 언

급된 원인이다. 또한 자녀의 교육, 직장 및 결혼문제라는 응답은 도시지

역에서 더 빈번히 지적된 원인으로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 아직 교육, 직장 및 결혼 문제에 당면해있는 자녀가 많은 데에서 발생

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4-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갈등 경험율1) 30.8 30.7 20.9

갈등의 주 원인2)

  경제적인 문제 33.9 29.6 18.4

  자녀의 교육, 직장 및 결혼문제 12.3 11.1 4.0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0.0 0.0 7.9

  본인 또는 남편의 친구관계 1.4 0.0 0.0

  부부간 가사분담 6.2 11.1 5.3

  부모에 대한 부양제공 1.5 7.4 5.3

   배우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4.6 3.6 0.0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36.9 25.9 29.0

  기상 및 취침시간의 차이 0.0 3.7 0.0

  가타 3.1 7.4 30.3

계 100.0 100.0 100.0

(명) (237) (73) (363)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168명에 대한 응답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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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 살펴본 지역별 부부관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부부가구의 일정부분, 즉 약 10% 내외는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집단이다. 부부가 모두 80세가 넘거나,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다고 느

끼고 있는 경우는 신체적 독립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부가 모

두 무학일 경우 정보습득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은 부부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

를 하고 있고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무난하게 유

지하는 현상이 눈에 띈다. 

셋째, 중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부부간의 가사노동이 공유되

는 편이다. 이는 부부가 양성평등적인 생각을 공유해서라기보다는 노년

기의 일상생활은 부부간의 협조 없이는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유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

직 남편이 주도권을 갖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다. 즉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 하겠다. 

다섯째, 부부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긴 하지만 빈도가 많지는 않고, 

부부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활동은 장보기, 의료시설 이용하기이다. 특히 

의료시설 이용의 경우 의료시설로부터 비교적 먼 지역인 농촌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병의원을 찾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에

서는 상대적으로 산책, 드라이브 등 여가적 성격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에 있어 함께하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지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며 충분한 대화나 사고의 유사성

을 공유하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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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심층사례연구 
결과

  1. 개요

세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터뷰 대상자

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사지역뿐만 아니라 연령군별(50~64세군, 65~74

세군, 75세 이상군)로 자녀 동거 여부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례가 확보되

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도 조사 설문결과 나타난 중고령자의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의 구성이 다양하도록 선정하였다10). 구체

적인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4-7>과 같다. 

제특성을 반영한 예비후보 중 전화연락을 통하여 인터뷰에 동의한 대상

자에 대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에서 6

명, 익산시 영등2동 2명, 충주시 소태면 8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

다.11) 대상자는 연령군별로는 중년층이 6명, 전기노인이 5명, 후기노인이 

5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7명, 여자가 9명이다. 또한 가구형태로는 부부

만 살고 있는 부부가구가 11명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5명이다.

심층사례연구 대상자 16명 중 6명은 부부 중 1명은 건강이 좋지 않으

며, 경제상태는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중산층이 4명, 빈곤층이 1명, 서민

층이 11명이다. 사례6의 경우는 빈곤층이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

는 유형이다. 또한 사례13은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정으로 며

10)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응답했는가 여부에 기초하여 부부가 모두 건강, 1인만 
건강, 부부 모두 건강하지 않음 등의 기준을 활용하였고, 경제상태의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가 여부를, 비동거자녀가 동일 시군구에 살고 있는가 여부 등을 감안하

여 유형화한 후 대표적인 유형으로 도출된 특성의 대상자를 인터뷰하려 노력하였음. 그
러나 실제로는 대상자가 인터뷰를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어서 유형 중 일부 유형은 인
터뷰가 불가능하였음.

11) 인터뷰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연구설명서와 참여 동의서 등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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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는 가출상태이며 혼자 남은 아들과 손자를 키우고 있는 중, 아내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다.

〈표 4-7〉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

지역 연령 사례 성 가구형태 경제상태 부부 건강상태 자녀 비고

성북구 

정릉3동

중년층

(50∼64세)

사례1 여자 부부가구 서민층 건강한 편 1남1녀 맞벌이 주말부부

사례2 남자 자녀동거 중산층 건강한 편 1녀

전기노인

(65∼74세)

사례3 여자 부부가구 서민층 아내 건강 나쁨 2남1녀

사례4 여자 부부가구 서민층 아내 건강 나쁨 1남1녀

사례5 여자 자녀동거 서민층 건강한 편 1남1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기노인

(75세 이상)
사례6 남자 부부가구 빈곤층 아내 건강 나쁨 1남3녀

익산시 

영등2동

중년층

(50∼64세)
사례7 남자 부부가구 서민층 건강한 편 3녀

2013년 조사시는

자녀동거

후기노인

(75세 이상)
사례8 남자 부부가구 서민층 건강한 편 2남3녀 남편 대졸

충주시 

소태면

중년층

(50∼64세)

사례9 여자 부부가구 서민층 아내 건강 나쁨 2남

사례10 남자 부부가구 중산층 건강한 편 1남1녀 폭 넓은 대인관계

사례11 여자 자녀동거 중산층 건강한 편 1남1녀

전기노인

(65∼74세)

사례12 여자 부부가구 서민층 건강한 편 2남1녀

사례13 남자 자녀동거 서민층 아내 입원중
(당뇨) 3남

다문화 가정, 

며느리 가출중

후기노인

(75세 이상)

사례14 남자 부부가구 서민층 건강한 편 2남2녀

사례15 여자 부부가구 서민층 남편 건강 나쁨 2남3녀 우울한 편

사례16 여자 자녀동거 중산층 건강한 편 2남3녀 3대 가족



20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2. 성북구 정릉3동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가. 현재의 일상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부부가 ‘일

상은 따로’와 ‘신뢰’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중년층의 경

우 남편이 일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생활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들 아빠가 사업상 지방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올

라 오면은 같이 있죠. 대화는 별로 없어요.... 배우자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집에서 부부간 얘기는 잘은 안합니다. (사례1) 

아침은 같이 먹구요. (아내와 함께 저녁 먹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될걸요. 

그 정도 이지요. 바깥에 나가서 매일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렇게 되니까. (사례2)

또한 중년층을 넘어가면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향이 나타나 노년기

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리듬이나 사회생활 등으로 

인하여 각자의 영역과 삶의 리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일 수 있지만, 갈등이 생길 경우 해

결하기 어렵고 수면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술 먹으면) 자기한테 귀찮게만 안하면 되요(싫어하지 않아요) ... 각방 쓰니

까요, 이렇게. 이제 같이도 못자겠어요, 각방 쓰다 보니까. 같이 자면 잠이 안

와요 더... (사례2)



제4장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203

각방 쓴지는 오래됐어. 우리 영감님이 현장직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집에 자

주 안 오셨어.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랬고. (사례3)

방요? 따로 써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잘 때 더우면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선풍기 키고, 바람에 날리면 코가 따가우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못자

요. (사례6)

물론 부부가 방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좋아. 아주. 그런 거는. 이때, 싸움 한 번 안 해봤어.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봤어. 우리는 지금도 각방 안 써...(사례5)

한편, 부부간 대화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부인을 위하고자 하는 속

마음만은 간직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

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매우 익숙해진 상황에서

는 특별히 대두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의견 충돌과 갈등이 거의 없는 생

활을 하고 있다.

부부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간에는 상당수의 이견이 조율되었고, 

노후에 와서 새삼스럽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

다. 또한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자녀와

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지 않은 원인으로 보인다. 단, 중노년기에도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

전히 자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3의 경우 미혼 딸의 결혼 문제

로 스트레스로 갈등이 있었는데, 상담 후, 딸의 삶은 딸의 것이라고 생각

하여 극복한 바 있다.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무뚝뚝해서 그런지. 친

구들하고는 내가 많이 사귀는데, 식구들하고는 그렇게.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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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대화는 없어.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지, 뭐... 특별히 얘기하는 부분

이 없어요. (사례6)

이제 늙어가지고 할 것 없으니까, 서로가 위하고 사는거지 뭐. (사례6)

지네가 잘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에 일절 가면 간섭도 안하고...내가 손주들이 

예뻐서 손주들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지, 뭐. (사례4)

중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가사노동 분담 방법 등

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남편이 은퇴하면서 가

사노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사노동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계기는 부부의 건강상태 변화이다. 사례3의 경

우 아내의 건강악화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가시화된 주요 계기이다.

가사 노동은 내가 거의 다하지요. 그러나 나이 들으면 서로 협력해서 해야죠.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데, 퇴직 후 집에 있을 때는 서로 나누어서 해야

죠. (사례1)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죠, 청소, 쓰레기 분리하는 거, 무거운거 나르는 거는 

다하시고. 예전에는 할 새가 없었지, 직장 다니는데, (젊었을 땐) 기저귀 뭐 

이런건 다 갈아주셨어요. 제가 수술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안

일) 하시더라고... (사례3)

물론, 많지는 않지만 평생 분담해온 부부도 있다. 

다 도와줘. 도와주고, 우리는 남자 여자가 없어... 이때까지 나는 결혼하고 다

림질을 안해봤어. 다림질은 자기가 알아서 해. 내가 다림질하는 걸 제일 싫어

하거든(웃음).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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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지는 않아도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이 삶에 활력을 주었지만 이

러한 활동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는 소득의 감소

와 활동반경의 축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은 가끔 같이 가지만, 특별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거는 없어요. 부부 

동반 모임은 일 년에 한 2-3번 정도 있어요. 예전 친구들 모임에 같이 참석하

면 기분이 좋지요(웃음). (사례1) 

부부동반은 우리 식구끼리 가고 이외에는 아빠도 모임이 있는데, 안 가. 거기

는.. (중략) .. 활동은 이제 고궁에 가자. 어디 먹으러가고 그러는데는 둘이 가

지.. 배려를 많이 해. 음식점에도 가도 그렇고. 앉으라 그러고.. 매너는 좋아. 

뭐든지 먼저 먹으라고 주고.(사례5)

이러한 노년기의 무력감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저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를 못해주니까, 저들 하는 대로 

보고 있는 거지. 저들이 알아서... 난 경제권이 없으니까, 저들이 하는 대로 

보는 거지.(사례6)

나. 미래전망

기본적으로 응답자 및 배우자(남편) 모두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양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후에 자녀가 함께 사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

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인의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고민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년층의 경우는 아직은 50대 부부로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을 모색하는 중이다. 사례1과 사례2의 경우는 귀농을 꿈꾸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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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시설 입소도 생각하는 등, 이들이 노년기를 계획

함에 있어서는 건강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나중에 시골에 가서 살려고요. 고향도 있지만, 남편 사업장 옆에 땅을 

구입해서, 그 근처에 살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

면, 저는 요양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노인들은 요양원이라면 싫어하지

만, 저희 세대는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부담 

없고 좋잖아요, 편리하고...(사례1)

저는 시골 좀 내려가려고 그러는 데. 혼자는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집사람

은 시골은 벌레도 있고, 모기도 있고, 그래서 싫다고... 친구랑 갈려고. (사례2)

이러한 고민은 노년층도 마찬가지이다.

둘이 살다가 만약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양로원가야지... 자식들한테 의지하

고 자식들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사례4)

뭐 같이 살어. 젊은 애들 편하게 살게 해주고.. (배우자가 사망하면)..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같이 죽지는 못하니까, 각자 따로 따로 죽으니까는, 

혼자 남으면 그렇게 사는 때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해. (사례5)

또 다른 대안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

다는 사례6은 임대료·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한 상태이며, 부

부끼리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더 낫지, 둘이 사니까 편하지. (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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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익산시 영등2동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가. 현재의 일상

중소도시의 인터뷰 대상자는 2명으로 모두 남자이다. 따라서 여자의 

관점은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부부의 생활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이들의 인터뷰에 기초해볼 때 가사분

담을 꼭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

하여 적절한 분담을 하고 있으며 노화가 진전될수록 혼자만이 가사를 수

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점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내가 대충 도와주고, 밥 조금 해놓고 하는 것은 하지만, 내가 일을 할 때

에는 집사람이 하고, 많이 도와주는 거나 내가 하는게 뭐가 있어. 각시가 빨

래 돌리면 내가 널고 걷어오기나 하고... (사례7)

예, 요새 분담해서 해요 그냥. 우리가 나이가 83세이고 82세이거든요. 긍게 

많은 게 어떨 때는 쓰레기 같은 것도 갖다가 버리고 거시기한 놈 심부름도하

고,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분담해야지요. (사례8)

또한 이들은 적극적인 문화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영화를 보는 등의 여가문화활동

을 하는 것이 유일한 활동으로, 부부가 함께하는가의 여부 이전에 개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 여부가 먼저 이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공원이 여기서 가깝고 좋아요. 운동은 지금 비 올 때만 안 나가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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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요. 매일 가서... 계속해서 몇십년을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건강하나 

몰라. (사례8)

30년 넘어가지고 뭔 데이트가 있어.. 애들 있을 때는 영화도 뵈 주고 표 끊고 

놀아. 집사람은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안다녀. 집 근처에 공원이 좋아. 그것

도 솔직한 말로 나는 싫어. 사람이 움직이는 거 싫잖아. (사례7)

한편 주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부사이의 갈등은 거의 없고, 여지가 

있어도 이해하고 익숙해져서 무난하게 덮어가는 상황이다. 사례7의 경우 

갈등의 형태는 아니지만, 응답자는 배우자(부인)의 잔소리가 많다고 말하

며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부부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

지는 않고 대화나 애정표현의 방식 등 또한 살가운 편은 아니다.

그 전에는 영화도 보러가고 그랬는데 데이트라고 할 수도 없어 내내 잔소리 

했쌌지. 이기면 거 뭐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여 그냥, 잔소리할려면 하고 말라

면 말어. (사례7)

얘기 할 것도 별로 없어. TV보면서 웃고 그러는 거지 뭐. 뭐 저기 여자들이 

그렇잖아. .. (아내가 자원봉사하는 것) 조금씩 하는데 나한테는 말 안한 게.. 

(중략) .. 자네도 결혼했지만 맨날 보는 여자하고, 30년 넘게 살다가 보니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10년 넘게 살아봐. 여자가 여자 같지가 않아요. 항

시 보듬어주고 뽀뽀하고 이뻐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사례7)

유사한 맥락에서 의사결정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하면 결국 문제가 생

긴다는 인식 때문에 배우자와 상의하게 된다.

생활 패턴이나, 딴 거 일 있으면 상의해서 하니까, 가정 편해. 왜 인고 하니, 

단독으로 거시기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디. (사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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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전망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드러내 놓고 부부가 대화의 주제로 하

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면 저축이나 부동산 처분 등을 하여 

사설 양로원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부부끼리 공유된 이야기는 

아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중풍 같은 거. 차라리 암 같은 것은 괜찮아 얼마 안 있으

면 죽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풍이래.. (중략) .. 같은 날 죽지는 않

을 것 아니야. 있는 것 다 털어가지고 돈 내고 가는 양로원 있어. 구차하게 애

들한테 찔끔찔끔하지 말고...(사례7)

  4.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가. 현재의 일상

따로 하는 일상생활이 농촌지역에서도 예외적인 현상은 아닌 듯하다. 

소태면의 사례에서도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강하게 성별로 분리된 여가 및 지역사회관계가 

고착화된 경향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구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식사의 경우에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 

(생활패턴) 거의 비슷해요.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요. 지난 37년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마을회관에서) 스포츠댄스를 했어요. (남편분과는 함께 안하

세요?) 안그래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좀 내성적이라, 안 맞는데. (사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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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은 자주해요. 면사무소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중략) .. 아버지는 그

런 거 할 새가 없지. 면에서 이런 자잘한 단체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시

간에는 (대화)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같이 식사할 시간이 없지요.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거의 다.. (중략) .. 요즘엔 더우니까는 (웃음) 이 

방 쓰고 저 쪽 방 쓰고 그러지요. 겨울에는 한 방 쓰죠. 연료비도 절감되고. 

(사례11)

우리 할아버지는 거기(경로당) 남자분이 안 계시니까 안가지요. 점심 챙겨 드

리고, 한 서너 시간씩 경로당에 가서 노인네들 심심하니까 장난삼아 화투도 

하고... (사례15)

동반 외출은 별로 몰라요. 당신 갈 때 당신 가고, 내가 갈 때 내가 가고. (사례15)

한편, 가사분담 등과 관련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성역할 분

담구조가 아주 뚜렷함을 볼 수 있다. 즉 일생동안 남편은 주로 농사 등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배우자(부인)는 가사일을 전담하는 역할분담이 되

어 있으며, 이는 결혼 이후부터 지속된 형태였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 

시골서 일하는 것이 거의 부인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인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세대차이인지는 몰라도 가사일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례10)

아직은 구세대라, 저희는 제가 밥하기, 빨래하기 등 집안일을 모두 하고, 우

리 아저씨(남편)는 밭에 풀 뽑고 농작물 소독하고 농사에 전념하시죠. 나이가 

많으니까 가사활동을 하기 싫고, 꾀도 나죠. 그렇지만 가정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죠. (사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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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그리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구요, 그냥 내가 할 일 딱딱

해서 들이고, 빨래도 들이고, 남자 할 일이 들에나 가서...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계속 농사일 조금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해요. (사례15)

도시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강한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중년층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남편은 생

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분담구조가 결혼 이후부터 지속된 

형태였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자가 살림하면 못 써,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돈 관리도 남자가 하면 얼마

나 그런데...(사례9)

 시골서 일하는 것이 거의 부인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인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세대차이인지는 몰라도 가사일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며느리 아들도 그런 식(가사분담)으로 하는가 

보던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해고봐서 잘..(사례10)

그러나 배우자 한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동안 지속되어오던 역할분담 

구조에 변화에 생기게 된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사례13

의 경우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즉 가치관 보다는 현실의 압박이 

큰 것이다. 며느리가 가출하여 손자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입원

으로 가사일까지 맡게 된 사례13 할아버지는 현재의 본인의 상황을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남자 두 분이서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는 것이 힘들겠다는 언급에 대하여) 

빨래 같은 것도 가서 주어다 널고 마르면 개고, 개는 건 내가 개서 놔두고. 주

로 나는 하는 거 있어요? 청소나 하고.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사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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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서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타협해 온 원칙 등이 있기 때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주는 안도감, 욕심을 버리고 사는 태도 등도 큰 갈등을 야기하지 않

는 원인중의 하나로 보인다.

거의 우리는 부딪치는 일은 없고, 우리는 두 내외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수준

에 맞게끔 하면... (사례10)

잘 맞는다고는 생각은 여적 안해봤는데? 그냥 성실하니까 내가 붙어사는 거

지. (생략) 나쁜 것도 아니야, 웬수같이 싸우지도 않고, 보통이에요. [그래도 

요근래 갈등은 없으시다고] 응, 없어요. 잉꼬 부부야. (사례9)

크게 말다툼이 많지를 않았어요. (싸우면) 자리를 피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잘못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잘못한 게 있으면 본인

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바로 그러면 같이 인정하고 그렇게 말로 대화로 

풀고서는 그냥... (사례11)

고집스러워 그게 참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나이에 옆에 남편이 있다

는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속상하고 그런 것들을 순간 울분이 치밀다가도 마

음으로 달래고 그러고 살았어요. (사례12)

(갈등) 없어요. 애들 다 키워가지고 끝났으니까. 애들이나 잘되기를 바라는 

거지, 바랄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14)

더불어 노년기 후기로 가면서 동년배의 수가 줄어 소수가 되고 다른 연

령과 어울리기 어려운 점, 자녀의 눈치도 보게 된다는 점 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

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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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넘은 사람이 가면 뭐해요. 나 하나인데... 가면 뭐 대화가 되나, 뭐 늙은이

가 값 떨구고 뭐 하러가 아무데나 있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사례16)

자식들 크면 눈치봐야 돼, 옛날 시대같이 자식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저거

가 아니여. 지금 시대는 그래요... (사례9)

나. 미래전망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후기노년기로 갈수록 소극적인 것 같다. 중

년층의 경우는 뚜렷한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사례10처럼 캠핑카에 

대한 로망, 도시지역으로는 이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아직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이 유지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노후설

계인 것이다.

어느 정도 세월이 조금만 더, 더 늦기 전에 캠핑카를 하나 만들어서 타고 다

니고 싶은 생각. 이사는 안해. 도회지가 싫고 아파트 생활이 싫고... (사례10)

의지는 하지요, 서로 의지는 하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요. 서로 의지를 해

야지 사니까 어쩌겠어요. (사례14)

자식들한테 부담 안주고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는지.. 자식한테 안가. 혼

자 살아야지, 지금 다 혼자 사는데. 밥만 끓여먹으면 될 텐데, 혼자살아, 혼자 

사는게 편해... 늙은이 가면 뭐 좋겄어. 앞으로 자식한테는 안 바래. (사례9)

언제까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꿈쩍거려서 먹고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

어오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지 자식집에 가겠다는 이런 마음은 없어요...

보고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보고, 먹고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식성을 

맞춰 먹고, 왜 거기 가서 눈치보고 살어...(사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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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연령적 연령과는 상관없이 건강이 나빠질 때를 생각하고 배

우자가 없으면 자녀와 근거리에 거주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사례11의 

경우도 있다. 

해로해가지고 건강해서 잘 산다면 자식 옆에 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요. 그렇지만 혼자 살면, 건강이 허락이 되면 자녀들 사는데 가까운 데로 모

여서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서 서로 도우면

서 살고 싶어요. (사례11) 

더불어 현재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부부보다 자식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첫째는 자식이요, 영감보다 첫째는 자식이요. 이젠 영감 죽을 때 됐잖아요. 

영감은 뒷전이고, 자식이 제일이요. 중요한 게 자식이요 이제... 오남매인데 

자식들이 제일 중해요. (사례16)

또한 혼자 남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성향도 발견되었다. 사

례14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

은 상황으로 그런 가정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이며, 외지에 나가있는 장남이 은퇴하면 현 거

주지에서 같이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혼자되는) 그럴 일은 없지요....애들한테 의지나 하는 거지 뭐. 재주가 없지 

뭐. (사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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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및 시사점

세 지역의 16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지역별 공

통점과 차이점 및 연령군별 특성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과 연령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

다는 생각과 부부가 일상생활을 많이 공유하지는 않지만 서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더 

이상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배우자를 

포함한 내가 해쳐나가야 할 숙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년기가 진전되면서 변화하는 양상도 있는데 전통적 성역할 분

담에 동의하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부부가 어

느 정도는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언제 

어떠한 강도로의 변화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부부의 건강상태의 변화, 

남편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년기 부부

가구가 당면하게 될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위를 가능케 하

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아직도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대상자

는 많지 않다. 막연한 기대 또는 회피 현상 등이 일반적이다. 더불어 부부

가 배우자의 사망, 건강상태의 악화 등과 같은 예견되는 노년기의 변화를 

다수의 중노년층 부부가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외부적인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부부가 결혼 후 지속되었던 사회활동 공간의 분리 현상을 극복하

거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대상자가 활동을 하는가 여부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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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는 점도 관심을 요한다. 즉 절대적인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활동 

빈도가 낮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단계가 아닌 것이

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다. 더불어 노화

가 진전되면 동년배의 지인이 사망하고, 자신의 경제적 및 신체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본인을 사회의 주류라기보다는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됨

으로써 소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현상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들 중노년

층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사

회문화적인 변화도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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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혼남녀의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서론

1993년 9.0이던 조혼인율은 2003년에 6.3으로 하락하였고, 2013년

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1993년에는 남자 

28.1세, 여자 25.0세였으나,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상승하였고, 2013년에는 남자 32.2세, 여자 29.6세로 점점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통계청, 2013). 이와 같은 결혼 감소 및 만혼화 등은 저출산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혼외출산은 2% 이하로 머무르면서 

출산의 절대 다수는 혼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삼식 외, 

2010). 이로 인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

으로 꼽을 수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만혼화와 조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

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규범은 한국사회에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

간으로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졌다(문소정, 1994). 그러나 최근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어, 여러 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의식과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이삼식·정윤

선·김희경 외, 2005; 이삼식 외, 2006, 이삼식(2006)에서 재인용).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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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푸어, 하우스푸어 등의 신조어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측면 또한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한다.

이러한 비혼과 만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출산으로의 고리를 끊기 위

해서는 결혼의사 자체를 높이는 방법과 결혼의사가 실제로 결혼으로 이

어지는 확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13년 서울시의 성별 초혼연령은 

남자가 전국 평균보다 0.4세, 여자는 0.8세가 높았다. 특히 여자의 초혼

연령은 30세를 넘기고 있었다. 이렇게 만혼화 현상은 지역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성별은 결혼으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은 대표적인 만혼화의 영향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치관 

등의 요인도 활발히 분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3년에 

시작된 「저출산 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이후 지역

추적조사라 칭함)는 이러한 특성별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다. 지역추적조

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면지역)의 세 지역을 선정하여 세 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미혼자 조사는 20~49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세 지역 내에서의 성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추적조사의 2013년 자료를 토대로 대도시, 중소도

시,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기

타 요인이 결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기존의 연구에서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치관 특성 등이다. 인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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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에는 지역, 연령, 성, 종교, 교육수준 등이 있고, 경제적 특성에

는 취업여부, 직업, 근로시간, 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혼연령규범에 의해 결혼의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

거주지역은 도시와 농촌간의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 농촌남자의 결혼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의 결혼

의향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김정석, 2006). 그러나 지역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는 도출되지 않았다(김정석, 2006; 이삼식, 2006; 안태현, 2010; 이상

호·이상헌, 2011). 반면, 이수진(2005)의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에게서 거주지역이 결혼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광역도시보다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남녀 모두 결혼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은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

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김정석, 2006; 이삼식, 2006; 김

혜영·선보영, 2011; 이상림, 2013)가 있는 반면, 연령의 증가가 결혼의향

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수진, 2005; 이상호·이상헌, 2011).

성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교의 틀로 선택하는 변수이다. 결혼의사

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는 연구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라 보고되고 있다(김정석, 2006; 윤자영, 2012). 하나의 성별에만 국한하

여 분석한 경우는, 남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남자의 결혼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경제적 요인과 결혼이행 및 결혼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안태현, 2010)가 있고, 여자의 경우 가치관 변화가 결혼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선정·신효식, 2000; 김혜영·선보영, 

2011; 박다은·유계숙, 2011)가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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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29.1%가 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는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되고 있는데 특히 여자

(41.5%)가 남자(19.9%)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 혼인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승권, 2003). 이는 실제 결혼생활이 “Marriage 

Package"라 불릴 만큼, 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미혼여자들이 결혼을 미루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삼식, 2006).

교육수준은 결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자의 경우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

혼 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이수진, 2005; 김정석, 2006; 유

홍준·현성민, 2010; 이상호·이상헌, 2011), 여자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연구가 적었다(유홍준·현성민, 2010; 이상호·이상헌, 

2011). 교육수준은 남자에게 중요한 결혼자원으로서 시간이라는 기회비

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으로의 이

행에 있어서 시간적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유홍준·현성

민, 2010).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경제적인 특성도 큰 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3)은 최근 2년 내에 결혼식을 치른 당사자 및 혼주를 대상으로 결혼

관련 비용을 조사하였는데, 주택 마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인당 비용

이 평균 5,198만원으로 나타났다. 웨딩푸어나 하우스푸어의 신조어가 생

긴 것도 이와 같은 결혼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기존 연구결과들은 남자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원은 결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영향이 남자에 비해 약하

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유홍준·현성민, 2010). 

취업여부는 여자에게보다 남자에게 유의미하게 결혼의사 혹은 결혼이



제5장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 223

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미취업자의 경우 남자 취업자보

다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

자에 있어서는 취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

수진, 2005). 그 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여부는 남자의 결

혼의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은기수, 1999; 

김정석, 2006; 이삼식, 2006; 이상호·이상헌, 2011). 

근로시간에도 성별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이상림(2013)은 남자의 경

우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혼인 가능성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개인의 

여가 시간 축소 등으로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이하

인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집단은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상림, 2013). 반면 

동일 연구에서 여자는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은 결혼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시기 

결정의 중요한 예측변수가 된다(South, 2011, 이삼식(2006)에서 재인

용). 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으로 이행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상림, 2013)가 존재하는 반면, 임금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연

구(이수진, 2005; 김혜영·선보영, 2011) 또한 보고되었다. 소득에 있어

서의 성별차이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상호·이상헌(2011)은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남자에서는 유의미하나 여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통해 남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결혼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

지만 여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근로소득 외에 가

구소득 역시 결혼의향에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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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문선희, 2012). 

결혼으로 인해 마주치게 되는 경제적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주거 문제

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주택가격, 자가주택 여부 

등이다. 이상호·이상헌(2011)의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을 변수로 하여 분

석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은 결혼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결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림(2013)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

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

우보다도 높은 결혼 확률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남자의 혼인에서 부모의 

자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여

자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혼적령기’라는 규범이 결혼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델(Modell, 1980)은 연령의 사

회심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연령을 내재화하며, 

이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편하게 느낀다고 관찰하였다(한경

혜, 1993).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혼적령기가 실제 가치관이나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혼연령규범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특히 여자에게 있어 연령의 영향력은 다른 어

떤 변인보다도 강력함을 보여준 논의가 있다(김혜영·선보영, 2011). 여

자의 경우에는 혼인 연령에 대한 심리적 한계 기준, 다시 말해 ‘미혼 기간

이 특정 연령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 규범이 존재하고, 이것이 여자

들에게 상당 부분 내재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남자

의 경우에는 혼인연령이 여자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미혼의 ‘한계 연

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여자들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추측된다(이상

림, 2013).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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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특성(취업여부, 근

로시간, 근로소득,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및 결혼연령규범 등의 관계 

관련 특성(이성교제여부, 결혼압력여부,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건강관련 

변수, 정책관련 변수 등이 결혼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출

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의 2013년도 자료를 사

용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 

조사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세 지역

에서 각각 300가구씩 조사완료 되었다. 조사는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미혼자 조사는 학력, 직업력, 노후준비사항, 생

식기 보건 관련 건강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가 완료된 미혼자 수는 총 123명으로,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의 

남자는 34명, 여자 28명이며, 총 62명이 조사되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총 29명으로 남자 13명, 여자 16명이 조사에 응했다.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6명, 여자 6명으로 총 32명이 조사되었다. 이 중 이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의 대상은 99명이다. 

미혼인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관계 관련 요인 및 기타 

요인이 결혼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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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모형

설명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지역

⇒

∙ 성

∙ 연령

∙ 교육수준

 경제적 요인

∙ 취업여부

∙ 근로시간
종속변수

∙ 근로소득
결혼의사

∙ 가구소득

∙ 주택소유여부

 관계관련 요인

∙ 이성교제 여부

∙ 결혼압력 여부

∙ 부모동거 여부

∙ 결혼연령규범

 건강 요인 ∙ 건강상태

 정책 요인 ∙ 정책인지여부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표 5-1>과 같다. 종속변수로는 

결혼의사를 이용한다. 지역추적조사에서는 종속변수인 결혼의사를 과거

와 현재로 구분하여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개념으로 변수를 

재구성하여 분석하며, ‘잘 모르겠다’와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여 이분법적인 속성을 가진 변수로 재가공하여 분석한다. 

독립변수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관계관련 요인, 건강관

련 요인, 정책요인 및 가치관 요인을 포함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이 포함되고, 교육수준은 더미화하였다. 경제적 

요인에는 취업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를 사용

하였으며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은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관계관련 요인

은 본인의 특성이 아니라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특성을 가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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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선정하였다. 현재 이성교제 여부 및 결혼압력 여부, 부모 동거 여부

를 포함하였다. 또한, 건강상태, 신혼부부 주택관련 지원정책의 인지 여

부도 분석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요인으로는 결혼연령규범이 

결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결혼연령규범은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결혼연령과 실제 본인의 연령의 차이를 파악하여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연령이 높을 경우를 기준으로 잡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이미 

지난 경우의 값을 ‘1’을 주어 결혼연령규범이 결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한다.

〈표 5-1〉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

구분 변수 내용

종속변수  ∙ 결혼의사 - ‘있다’와 ‘없다’로 구분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지역 -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 성 - 여자, 남자

 ∙ 연령 - 만연령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대학교 이상

  경제적 요인

 ∙ 취업여부 - 비취업, 취업

 ∙ 근로시간 -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근로소득 - 월평균 근로소득의 자연로그값

 ∙ 가구소득 - 2012년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 주택소유여부 - 본인명의 주택소유여부

  관계관련 요인

 ∙ 이성교제여부 - 현재 이성교제 여부

 ∙ 결혼압력여부 - 결혼에 대한 압력 여부

 ∙ 부모동거여부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결혼연령규범 -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령과
  본인 연령의 차이

  건강 관련 요인  ∙ 건강상태 - ‘좋음’과 ‘안 좋음’로 구분

  정책 요인  ∙ 정책인지여부 - ‘알고 있음’과 ‘모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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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결과

가. 조사지역 미혼인구의 특성

각 지역별 미혼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5-2>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이 남자 34

명(54.8%) 여자 28명(45.2%),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 13명(44.8%), 여

자 16명(55.2%)으로 성별 분포가 고른 편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6

명(81.3%), 여자 6명(18.7%)으로 남자의 분포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 지역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례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

는 미혼에서 기혼으로 이동하는 ‘결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보이는 

현상이다. 연령 분포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남자는 30~34세의 비율

이 29.4%로 가장 높고, 20~24세, 25~29세가 23.5%로 뒤를 이었다. 여

자는 20~24세가 가장 많았고(32.1%), 그 다음으로는 30~34세가 21.4%

로 많았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남자는 20~24세 38.5%, 30~34세 

30.8%로 1, 2순위였고, 여자는 20~24세가 56.3%로 과반수였다. 충주

시 소태면 남자는 20대가 53.8%, 여자는 83.3%였다. 다른 두 지역에 비

해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에서 40세 이상의 미혼자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남자 14.7%, 여자 21.4%).

교육수준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2~3년제 대학을 포함한 초대졸 이

상의 학력이 남자 84.6%, 여자 100%로 학력 분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1명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고졸 이상의 학

력이었다. 대학 이상의 학력이 대부분인 익산시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

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남자 26.5%, 여자 2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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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연령

  20∼24세 17( 27.4) 8( 23.5) 9( 32.1) 14( 48.3) 5( 38.5) 9( 56.3) 9( 28.1) 7( 26.9) 2( 33.3)

  25∼29세 13( 21.0) 8( 23.5) 5( 17.9) 5( 17.2) 2( 15.4) 3( 18.8) 10( 31.3) 7( 26.9) 3( 50.0)

  30∼34세 16( 25.8) 10( 29.4) 6( 21.4) 6( 20.7) 4( 30.8) 2( 12.5) 7( 21.9) 6( 23.1) 1( 16.7)

  35∼39세 5(  8.1) 3(  8.8) 2(  7.1) 1(  3.4) 1(  7.7) - 2(  6.3) 2(  7.7) -

  40∼44세 7( 11.3) 4( 11.8) 3( 10.7) 1(  3.4) - 1(  6.3) 4( 12.5) 4( 15.4) -

  45∼49세 4(  6.5) 1(  2.9) 3( 10.7) 2(  6.9) 1(  7.7) 1(  6.3) - - -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2(  3.2) 2(  5.9) - 1(  3.4) 1(  7.7) - 1(  3.1) 1(  3.8) -

  고등학교 14( 22.6) 7( 20.6) 7( 25.0) 1(  3.4) 1(  7.7) - 8( 25.0) 8( 30.8) -

  대학(4년미만) 27( 43.5) 15( 44.1) 12( 42.9) 9( 31.0) 1(  7.7) 8( 50.0) 10( 31.3) 8( 30.8) 2( 33.3)

  대학교이상 19( 30.6) 10( 29.4) 9( 32.1) 18( 62.1) 10( 76.9) 8( 50.0) 13( 40.6) 9( 34.6) 4( 66.7)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 26(100.0) 6(100.0)

<표 5-3>은 경제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세 지

역 모두 비취업보다 취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

인 성북구 정릉3동이 58.1%, 중소도시 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이 51.7%

인 데 비해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취업상태인 미혼자가 75.0%를 

나타내고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정

릉3동에서는 여자(46.4%)에 비해 남자(67.6%)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었

으며, 반대로 익산시 영등2동은 여자(56.3%)가 더 많이 취업해 있었다. 

충주시 소태면은 여자가 83.3%로 남자 73.1%에 비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는 세 지역 모두 상용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81.3%가 상용직이고 자영업자가 12.5%로 뒤

를 잇고 있다. 임시직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1명에 그쳤고, 일용직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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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족종사자는 없었다. 성북구 정릉3동은 상용직이 66.7%, 임시직이 

16.7%였다. 일용직은 11.1%, 자영업자 5.6%로 뒤를 이었다. 충주시 소

태면은 상용직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

해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20.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충주시 소

태면은 농촌지역이어서 부모님이나 친척이 농사를 지을 때 일손을 돕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높은 취업률의 이유로도 볼 

수 있다.

월평균 근로소득의 지역별 평균값은 성북구 정릉3동이 평균 167.2만

원, 익산시 영등2동이 202.9만원, 충주시 소태면이 160.9만원으로 익산

시 영등2동이 제일 높았다. 세 지역 모두 100~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자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이 평균 283.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 정릉3동이 170.4만원, 충주시 소태면이 124.5만원이었

다. 여자는 성북구 정릉3동이 161.5만원, 익산시 영등2동 149.3만원, 충

주시 소태면 120.0만원이었다. 모든 지역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근로소득

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세 지역에서 모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익산

시 영등2동이 월평균 408.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주시 소태면이 

313.9만원, 성북구 정릉3동이 29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았다.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익산시 영등2동에서만이 24.1%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익산시 영등2동의 남자 30.8%가 주택을 소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주택소유 사례가 여자보다 모든 지역

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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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취업 여부

  비취업 26( 41.9) 11(32.4) 15(53.6) 14(48.3) 7(53.8) 7(43.8) 8(25.0) 7(26.9) 1(16.7)

  취업 36( 58.1) 23(67.6) 13(46.4) 15(51.7) 6(46.2) 9(56.3) 24(75.0) 19(73.1) 5(83.3)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26(100.0) 6(100.0)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2(  5.6) 1(  4.3) 1(  7.7) 2( 12.5) 1( 16.7) 1( 10.0) 1(  4.2) 1(  5.3) -

  상용직 24( 66.7) 15( 65.2) 9( 69.2) 13( 81.3) 5( 83.3) 8( 80.0) 12( 50.0)10( 52.6) 2( 40.0)

  임시직 6( 16.7) 4( 17.4) 2( 15.4) 1(  6.3) - 1( 10.0) 3( 12.5) 1(  5.3) 2( 40.0)

  일용직 4( 11.1) 3( 13.0) 1(  7.7) - - - 3( 12.5) 3( 15.8)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5( 20.8) 4( 21.1) 1( 20.0)

  계(%) 36(100.0) 23(100.0) 13(100.0) 16(100.0) 6(100.0) 10(100.0) 24(100.0)19(100.0) 5(100.0)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4( 11.1) 2(  8.7) 2( 15.4) 1(  6.7) - 1( 11.1) 9( 39.1) 7( 38.9) 2( 40.0)

  100~200만원미만 21( 58.3) 14( 60.9) 7( 53.8) 7( 46.7) - 7( 77.8) 7( 30.4) 5( 27.8) 2( 40.0)

  200~300만원미만 7( 19.4) 5( 21.7) 2( 15.4) 4( 26.7) 3( 50.0) 1( 11.1) 6( 26.1) 5( 27.8) 1( 20.0)

  300~400만원미만 3(  8.3) 1(  4.3) 2( 15.4) 1(  6.7) 1( 16.7) - 1(  4.3) 1(  5.6) -

  400만원 이상 1(  2.8) 1(  4.3) - 2( 13.3) 2( 33.3) - - - -

  계(%) 36(100.0) 23(100.0) 13(100.0) 15(100.0) 6(100.0) 9(100.0) 23(100.0)18(100.0) 5(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 10.2) 2(  6.3) 4( 14.8) 1(  3.4) 1(  7.7) - 4( 12.5) 4( 15.4) -

  100~199만원미만 14( 23.7) 8( 25.0) 6( 22.2) 1(  3.4) - 1(  6.3) 8( 25.0) 7( 26.9) 1( 16.7)

  200~299만원미만 13( 22.0) 7( 21.9) 6( 22.2) 9( 31.0) 3( 23.1) 6( 37.5) 7( 21.9) 4( 15.4) 3( 50.0)

  300~399만원미만 9( 15.3) 6( 18.8) 3( 11.1) 4( 13.8) 1(  7.7) 3( 18.8) 5( 15.6) 5( 19.2) -

  400~499만원미만 8( 13.6) 6( 18.8) 2(  7.4) 8( 27.6) 4( 30.8) 4( 25.0) 4( 12.5) 3( 11.5) 1( 16.7)

  500만원 이상 9( 15.3) 3(  9.4) 6( 22.2) 6( 20.7) 4( 30.8) 2( 12.5) 4( 12.5) 3( 11.5) 1( 16.7)

  계(%) 59(100.0) 32(100.0) 27(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26(100.0) 6(100.0)

주택소유 여부

  없음 58( 93.5) 31( 91.2) 27( 96.4) 22( 75.9) 9( 69.2) 13( 81.3) 31( 96.9)25( 96.2) 6(100.0)

  있음 4(  6.5) 3(  8.8) 1(  3.6) 7( 24.1) 4( 30.8) 3( 18.8) 1(  3.1) 1(  3.8) -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26(100.0)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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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는 관계관련 요인 및 건강요인, 정책요인의 기초통계량을 보

여주고 있다. 세 지역 모두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이성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세 지역 중 익산시 영등2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이 약 15%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로는,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의 이성교제 비율이 여자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두 지역은 여자의 이성교제 비율이 높았다. 

타인으로부터 결혼 압력을 받는 미혼자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75.9%가 압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북구 정릉3동은 66.1%, 충주시 소태면 65.6%로 익산시 영

등2동이 가장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

는 남자에서는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낮은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고(24.1%), 충주시 소태면 남자와 성북구 정릉3동 남자는 각각 38.5%, 

32.4%로 나타났다. 여자는 성북구 정릉3동에서 35.7%가 압력을 받은 경

험이 있었고, 익산시 영등2동 25.0%와 충주시 소태면 16.7%가 경험이 

있었다. 이는 만 35세 이상의 연령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적령기’ 연령이 지난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압력을 주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결혼연령규범은 본인의 만연령에서 본인의 성별이 사회적으로 어느 연

령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지 응답한 연령을 뺀 값을 구분한 것으

로, 0 이하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적령연령과 동일하거나 아래이고

(기준이하), 1 이상이면 결혼적령연령을 이미 지난 상태이다(기준초과). 

결혼적령기를 지난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았고(82.1%), 다음

으로 충주시 소태면이 59.4%, 성북구 정릉3동 55.9%의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기준 

초과인 경우가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성북구 정릉3동에서는 남자가 여



제5장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 233

자에 비해 기준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세 지역 모두 동일하게 동거하는 경우가 높게 나

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익산시 영등2동이 86.2%로 거의 대부

분의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대부분이 좋았

는데, 충주시 소태면이 71.9%로 가장 높고 익산시 영등2동이 51.7%로 

조사 당시 건강 상태를 가장 좋지 않게 판단하였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정책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질문은 둘 중 하

나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거나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

우를 아는 것으로 변수를 생성하였다. 성북구 정릉3동에서만 58.1%가 알

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익산시 영등2동의 미혼자 중 55.2%, 충주시 소태

면의 미혼자 중 53.1%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

태면에서 여자의 60% 이상이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 높

은 인지도를 보였는데,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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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기타 특성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이성교제여부

  없음 47( 75.8) 24( 70.6) 23( 82.1) 17( 58.6) 9( 69.2) 8( 50.0) 24( 75.0) 20( 76.9) 4( 66.7)

  있음 15( 24.2) 10( 29.4) 5( 17.9) 12( 41.4) 4( 30.8) 8( 50.0) 8( 25.0) 6( 23.1) 2( 33.3)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 26(100.0) 6(100.0)

결혼압력

  없음 41( 66.1) 23( 67.6) 18( 64.3) 22( 75.9) 10( 76.9) 12( 75.0) 21( 65.6) 16( 61.5) 5( 83.3)

  있음 21( 33.9) 11( 32.4) 10( 35.7) 7( 24.1) 3( 23.1) 4( 25.0) 11( 34.4) 10( 38.5) 1( 16.7)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 26(100.0) 6(100.0)

결혼연령규범

  기준 이하 26( 44.1) 14( 43.8) 12( 44.4) 5( 17.9) 3( 23.1) 2( 13.3) 13( 40.6) 12( 46.2) 1( 16.7)

  기준 초과 33( 55.9) 18( 56.3) 15( 55.6) 23( 82.1) 10( 76.9) 13( 86.7) 19( 59.4) 14( 53.8) 5( 83.3)

  계(%) 59(100.0) 32(100.0) 27(100.0) 28(100.0) 13(100.0) 15(100.0) 32(100.0) 26(100.0) 6(100.0)

부모 동거여부

  비동거 7( 11.3) 4( 11.8) 3( 10.7) 4( 13.8) 2( 15.4) 2( 12.5) 3(  9.4) 3( 11.5)  - 

  동거 55( 88.7) 30( 88.2) 25( 89.3) 25( 86.2) 11( 84.6) 14( 87.5) 29( 90.6) 23( 88.5) 6(100.0)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 26(100.0) 6(100.0)

건강상태

  좋음 42( 67.7) 25( 73.5) 17( 60.7) 15( 51.7) 7( 53.8) 8( 50.0) 23( 71.9) 19( 73.1) 4( 66.7)

  보통 13( 21.0) 7( 20.6) 6( 21.4) 12( 41.4) 5( 38.5) 7( 43.8) 5( 15.6) 3( 11.5) 2( 33.3)

  나쁨 7( 11.3) 2(  5.9) 5( 17.9) 2(  6.9) 1(  7.7) 1(  6.3) 4( 12.5) 4( 15.4) -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 26(100.0) 6(100.0)

정책인지

  모름 26( 41.9) 17( 50.0) 9( 32.1) 16( 55.2) 6( 46.2) 10( 62.5) 17( 53.1) 15( 57.7) 2( 33.3)

  알고 있음 36( 58.1) 17( 50.0) 19( 67.9) 13( 44.8) 7( 53.8) 6( 37.5) 15( 46.9) 11( 42.3) 4( 66.7)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 26(100.0) 6(100.0)

종속변수인 결혼의사는 과거와 현재를 복합적으로 묻는 응답지로 구성

되어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생각해본 적 없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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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지금도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6가지 응답지로 구분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의사를 기준으로 ‘있음’, ‘생각해본 적 없음’, ‘없

음’, ‘모름’으로 구분하고, 최종적으로는 ‘있음’과 ‘없음’만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결혼의사에 대한 지역별 성별 교차분석은 <표 

5-5>와 같다. 성북구 정릉3동은 다른 두 지역과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

다.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큰 성별 차이 없이 모두 결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북구 정릉3동은 54.8%만이 결혼

의사가 있고, 없는 경우도 29.0%에 달했다. 특히 여자의 경우 35.7%가 

결혼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결혼의사

(단위: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있음 34( 54.8) 19( 55.9) 15( 53.6) 21( 72.4) 10( 76.9) 11( 68.8) 23( 71.9) 18( 69.2) 5( 83.3)

생각 안 해봄 8( 12.9) 6( 17.6) 2(  7.1) 4( 13.8) 2( 15.4) 2( 12.5) 3(  9.4) 2(  7.7) 1( 16.7)

없음 18( 29.0) 8( 23.5) 10( 35.7) 3( 10.3) 1(  7.7) 2( 12.5) 3(  9.4) 3( 11.5) -

모름 2(  3.2) 1(  2.9) 1(  3.6) 1(  3.4) - 1(  6.3) 3(  9.4) 3( 11.5) -

계(%) 62(100.0) 34(100.0) 28(100.0) 29(100.0) 13(100.0) 16(100.0) 32(100.0) 26(100.0) 6(100.0)

기초통계량을 통해 지역별 성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성, 연령, 교육

수준,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이성교제여부 등의 변수에서 지역 차이가 

나타났고, 월평균 근로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의 변수에서 성별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세 지역의 미혼자 123명 중 변수를 가공하면서 제외된 24개 사례를 제

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총 99개 사례이다. 기초통계량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6>에서 총 3번에 걸쳐 분석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만 포함시켜 분석한 것이고, 모

형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것이다. 모형3은 관계 

관련 변수와 건강 관련 변수, 그리고 정책 관련 변수를 포함시킨 최종 모

형이다.

먼저 지역과 성별, 연령이 결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1에

서는 연령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증

가할수록 결혼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취업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 및 가

구소득, 그리고 주택소유여부 등의 경제적 요인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익산시 영등2동이 유의미하게 결혼의사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모형1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또한 교육수준도 고졸 이하에 비해 초대졸 학력인 사람이 

결혼의사가 유의미하게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

만 대졸이상 역시 고졸 이하에 비해 결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의사가 더 낮아지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취업여부와 근로시간이 결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일을 하고 있는 사

람이 결혼의사가 더 높았고,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높아질수록 결혼의

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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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은 모형2에 관계관련 변수 및 기타 변수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 

결과,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 두 지역 모두 성북구 정릉3동의 

미혼남녀에 비해 결혼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모형 3개

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도 모형2와 같이 고졸이하에 

비해 초대졸이 결혼의사가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근로소득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취업과 근로시간

은 모형2와 동일하게 결혼의사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소득

이 높아질수록 결혼의사가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택소유는 유

의미하게 결혼의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여부는 유의확률

이 0.051로, 적은 차이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현재 이성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결

혼의사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결혼압력여부도 결혼의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압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압력을 

받는 경우에 더 결혼의사가 높았다.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집단보다 좋은 

집단이 결혼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의 조사대상자가 9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 자체

는 줄어들었다. 특히 성별은 세 모델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는데, 충주

시 소태면 여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석 케이스가 적었다는 점에

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요인만 분석하였

을 때에는 연령만이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나, 점차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가 많아지면서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 주택소유

여부, 결혼압력여부, 건강상태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

의사는 단순히 한두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인 요인이 상호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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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 Exp(B) B Exp(B) B Exp(B)

지역(준거: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1.09

1.20

2.96

3.33

2.09

1.46

*  8.12

 4.31

5.24

3.19

**

*

187.88

 24.22

성별(준거: 여자)
  남자 0.24 1.27 -0.56  0.57 -0.94   0.39

연령
  만연령 -0.09* 0.92 -0.16**  0.85 -0.28*   0.76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이상

-1.52

-0.46

0.22

0.63

-2.44

-0.58

*  0.09

 0.56

-5.27

-2.22

**   0.01

  0.11

취업여부(준거: 비취업)
  취업 3.78* 43.58 7.59** 1979.17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0.04* 10.43 0.08*   1.09

근로소득
  ln월평균 근로소득 -0.52  0.59 -1.36*   0.26

가구소득
  ln가구소득 -0.62  0.54 -0.54   0.58

주택소유여부(준거: 없음)
  있음 -1.03

    

0.36 -5.91*   0.00

이성교제여부(준거: 없음)
  있음 2.33 10.23

결혼압력여부(준거: 없음)
  있음 2.47* 11.81

부모동거여부(준거: 비동거)
  동거 -2.73   0.07

결혼연령규범(준거: 이하)
  초과  1.74   5.69

건강상태(준거: 좋지 않음)
  좋음 3.56** 35.30

정책인지여부(준거: 모름)
  알고 있음 0.73   2.08


 18.54** 34.87*** 64.45***

-2 Log likelihood 92.76** 76.44*** 45.21***

주: *** p<.001, ** p<.01, * p<.05.



제5장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 239

  5.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대도시이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분포해 있는 성북구 정릉3동, 중소

도시이지만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익산시 영등2동과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을 조사지역으로 한 지역추적조사는 지역별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은 조사된 여자의 사례수가 6명으로, 

남자 26명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연령 분포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서 더 넓은 연령대로 분포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남자의 경우 농촌지역

에 비해 도시지역이 고학력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충주

시 소태면 여자는 6명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다. 이는 농촌지역

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조사대상이 6명인 것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취업여부는 충주시 소태면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농사일을 돕는 무급

가족종사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은 익산시 영

등2동이 모두 높았다. 주택소유여부 또한 익산시 영등2동에서 높게 나타

난 것의 원인이 소득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압력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낮았고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영등2동은 비슷했다. 대부분이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미혼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워 부모님과 동거

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님의 권유로 조사를 마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성북구 정릉3동에서 다

른 두 지역에 비해 알고 있다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만이 모형1~모형3을 통틀어 동일

하게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처음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던 지역은 

모형2와 모형3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외에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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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유의한 효과를 지닌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밝혀졌고, 취업

여부,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 주택소유여부가 유의한 경제학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 압력 여부 및 건강상태 역시 결혼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농촌지역인 

것, 취업해 있는 상태, 많은 근로시간 및 더 좋은 건강상태는 결혼의사를 

높이고 있었고, 만연령, 초대졸 학력, 근로소득, 주택소유는 유의하게 결

혼의사를 낮추고 있었다. 

연구 결과, 대도시인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해 다른 지역이 결혼의사가 

높았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결혼의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

상(김정석, 2006)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도시 지역에서 결혼의사가 낮았

다. 이수진(2005)은 거주지역이 결혼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결혼에 대한 지역문화와 지역별 개인의 가치관 차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현재처럼 모든 미혼자를 대상

으로 하여 결혼을 결심했을 때에만 접근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결혼의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결혼의사는 높지만 성별 구성에

서 남자가 월등히 많아, 지역 내부에서 결혼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

려운 실태이다. 농촌 미혼남자가 겪는 미스매치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치관

이 높아져가는 대도시지역에서의 정책은 단순히 결혼을 할 경우에 혜택

을 제공하겠다는 측면 보다는 결혼 및 가족 가치관 변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사 완료된 미혼자의 사례수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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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은 앞으로 지역추적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축적된 정보로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면서 해

결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도 고졸이하에 비해 초대졸 학

력인 사람이 결혼의사가 유의미하게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결

과는 아니지만 대졸이상 역시 고졸이하에 비해 결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의사가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택소유여부 역시 주택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결혼의사가 더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

과가 도출된 것에 대한 그 사이의 숨겨진 연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제2절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에 이르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현상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되었

다. 실제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였

고, 이어 2010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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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으로 인해 

저출산의 원인과 그 파급 효과 및 대책에 관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

다. 많은 연구들이 비교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에 비해 지

역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질적인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

한 것이 지역추적조사이다. 지역단위의 접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바라

보고자 하는 지역추적조사는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때 조사된 지역

추적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심층 분석에서는 대도시(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중소도시(익산시 영등2동), 농촌도시(충주시 소태면)에서 나타

나는 출산 현상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거주

하는 기혼여성(만 15~49세)의 출산자녀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는 주요 연구 문제는 기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요인, 가치관, 정책지원에 대한 만족

도를 통제했을 때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가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및 인

프라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적인 요인에 독립적인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

이다.

  2. 선행연구 고찰

기혼여성의 출산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다양한 출산과 관련된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우선, 거시적

인 관점에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 여자의 노동시장참여율(취업), 초혼연령, 소득불평등, 교육비

(사교육비 부담), 양성평등, 청년실업률, 결혼 결정에서의 주도권, 대도시 

거주기간, 시부모 동거여부, 가족 규모, 조기결혼비율, 조기이혼비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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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천율 등 보다 거시적인 지표들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김성혜 외, 2013; 하준경 2012; 민현주 외, 2011; 정성호, 

2009a; 강경숙 외, 2005).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출산 관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사용

된 종속변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 범

주는 의도 및 가치관, 계획 등 아직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출산에 

관련된 변수인 향후 출산계획 혹은 추가 출산계획(염지혜, 2013; 정영혜 

외, 2013; 정은희 외, 2013; 신혜원 외, 2009; 강유진, 2007; 이무식, 

2007; 이인숙, 2005), 출산의지 혹은 출산의도(장한나 외, 2013; 주효진 

외, 2010), 출산에 대한 태도(팽이경 외, 2007), 희망(기대)자녀수(배광일 

외, 2912; 김미정 외, 2011; 김현숙, 2007; 공선영, 2006) 등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염석현 외, 2010; 김태헌 외, 

2006; 조대희 외, 1993; De Wit 외, 1998; Kimball 외, 1982), 출산 간

격 혹은 터울(민현주, 2007; 은기수, 2001), 현재의 자녀수(이인숙, 

2005)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출생

아의 성 선호에 관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염석현 외, 2010).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선행연

구들은 <표 5-7>에 보다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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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 연구(저자) 주요내용 종속변수 독립변수

Kimball
(1982)

기혼 남녀의 자녀 출산
의 결정요인 분석

출산
양육비, 부모와의 관계, 재정상
태, 건강상태, 육아지식, 가치관

조대희·김유경
(1993)

출산력 변동 요인 분
석: 영향력이 증가하
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
인을 분석 

출산
연령, 초혼연령, 피임사용, 교육
수준, 소득, 거주지역

De Wit et al
(1998)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
치는 모의 교육과 취업 
요인 분석

출산 모의 교육수준, 정규직 여부

은기수(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
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
계 분석

출산간격
결혼연령, 출생연도, 교육수준, 
현재 거주지, 최장거주지, 인공유
산경험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 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에 관
한 연구

-자녀수

-향후
  출산계획

결혼기간, 소득수준, 자녀의 필요
성, 현재자녀수, 첫 자녀 성별, 결
혼의 필요성,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자녀보육비, 
교육비부담, 자녀양육기관에 대
한 인식

공선영(2006)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
치는 인구 및 사회경제
적 요인 분석

희망자녀수

교육수준, 초혼연령, 아들유무, 
남편 종사상 지위, 일하지 않는 
이유, 혼전 취업경험, 월평균소
득, 본인 종사상 지위

김태헌 외 
(2006)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출산자녀수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가족
유형,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
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
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분석

둘째자녀 
출산계획

가족가치, 결혼관계, 결혼만족도

김현숙(2007)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 기대자녀수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

민현주(2007)
모의 취업과 자녀터울
에 관한 분석

터울12)
취업, 정규직 취업, 지속적인 노
동시장 참여

이무식 외 
(2007)

일개도농복합시의 유
자녀 모의 추가출산의
지 관련 요인 분석

추가
출산의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령, 취업

팽기영 외 
(2007)

일부 중·고등학교 및 대
학교 여학생의 출산에 
대한 태도와 관련요인

출산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출산에 대한 
태도, 성별선호도, 결혼이후 가정
과 일에 대한 중요도, 저출산에 
대한 생각, 저출산 관련 교육

정혜은·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
의도

둘째자녀 
출산의도

가구소득, 교육수준, 자녀양육비, 
가사노동조력, 정책인지 및 욕구, 
정서적·도구적 자녀가치관과 첫 
자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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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임신간의 기간

선행 연구(저자) 주요내용 종속변수 독립변수

신혜원 외 
(2009)

서울시 기혼 가구에 있
어서 추가자녀 출산계
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
의 요인분석

추가
출산계획

기혼여성의 높은 연령, 자녀의 기
회비용, 여자경제활동, 남자의 경
제활동, 기혼여성 및 남자의 교육
수준, 가계 경제수준

염석현 외 
(2010)

도농복합지역기혼여
성들의 출산과 성 선호
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요인 분석

-출산
-성선호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경제
적 부담

주효진 외
(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
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출산의지
사회경제적 요인, 결혼가치관, 성
역할 인식 가치관,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 출산장려정책요인

김미정 외 
(2011)

유자녀 모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기대자
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대자녀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산후우울, 남편의 양육참
여, 부모교육 경험, 육아지원정책 
시행여부

김현식·김지연
(2012)

여자근로자의 노동조
건과 출산 수준에 관한 
분석

출산력 임금,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배광일·김경신
(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
책이 희망자녀수 출산
에 미치는 영향

희망자녀수 가족가치관, 출산정책

염주희 외
 (2012)

결혼규범이 다자녀출
산에 미치는 영향

자녀수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부의 연령, 가치규범

염지혜(2013)
추가출산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례조사)

추가
출산의도

연령, 자녀수, 자녀 1인당 보·교
육비, 학력, 이상자녀수

장한나·이명석
(2013)

기혼 직장여자의 출산
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의도

인구학적, 노동시장, 사회적 지원
요인
연령, 교육수준, 부모여부, 월소
득, 가사분담만족도, 전통적인 가
족 지원

정영혜 외 
(2013)

만2세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추가 출산계획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추가 
출산계획

부모의 자녀관, 부부특성, 아동순
위, 아동성별, 이상적인 자녀수, 
정서적인 자녀가치 수준, 모의 결
혼만족도

정은희·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
련된 요인 분석

둘째자녀
출산계획

연령, 결혼만족도, 남편 가사분담 
만족도, 자녀교육 의사결정, 경제
활동여부, 교육비 지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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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본 절에서 다룰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모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인 연

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결혼기간, 교육정도, 가족유형, 거주 지역, 경제

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 소득수준 등과 자녀의 필요성이라는 

가치관적인 요인들이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김태헌 외, 2006; 이인숙, 2005). 정성호(2009b)의 연구에서도 결혼과 

출산 및 자녀에 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녀수에 영향을 미

친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문화에 따라 자녀가 없거나 많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인 낙인화(stigmatization)가 발생하거나, 다자녀 가정이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는 문화인 경우 이러한 지역 문화는 개인이 

출산하는 자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Mueller & Yoder, 1999; Unger 

& Molina, 1999).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출산자녀수(현존자녀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 외에 추가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서 종교, 지역사

회요인으로서 지역 인프라와 지역 환경, 출산양육 지원정책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출산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모형

기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요인, 개인의 가치관 및 지역사회 문화에 관한 요인, 정책지

원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요인을 통제했을 때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주 지역이라는 요인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

음 〔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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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설명변수

개인

인구사회적 요인

∙ 연령

⇒

∙ 초혼연령

∙ 교육수준

∙ 종교

∙ 거주지역
종속변수

경제적 요인
∙ 가구소득

∙ 취업 자녀수

인식 및 가치관 요인
∙ 이상적인 자녀수

∙ 가사육아 분담 공평성

가족 관계 요인
∙ 부모로부터의 도움 

∙ 부모 지원여부

지역사회 지역사회요인
∙ 지역 문화

∙ 지역 환경 

사회 정책 요인 ∙ 정책의 도움정도

본 심층분석은 지역추적조사 1차년도 자료 중 가구조사와 기혼여성(만 

15세~49세)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sample)는 

기혼여성 380명으로 익산시 영등2동에 거주하는 245명, 성북구 정릉3동

에 거주하는 94명,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41명으로 구성되어 편포

(skewed distribution)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세 지역에 있어서 출산자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과 

F-test를 활용하였다. 더 나아가 본 심층 분석을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 선형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OLS 분석을 통하여 세 지

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의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특

히 주요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독립변

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거시적 의미의 사회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



24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어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개인의 인식 및 가치관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 가족 차원에서

의 관계 요인, 지역사회 차원의 지역사회문화에 관련된 요인, 그리고 보

다 거시적 사회 차원의 정책 요인을 포함하였다. 모형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수(현존자녀수)를 종속변수, 기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관련 요

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선형함수로 가정하였다(식1). 

y＝X*β＋ε  [식1]

이때 y는 종속변수인 출산자녀수, X는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들, β는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ε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포함된 

각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5-8 참조). 

〈표 5-8〉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의 정의

독립변수 내용

개인
차원

인구
사회적 
요인

∙ 연령 만 연령(15~49세)

∙ 초혼연령 초혼연령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의 학력

- 고등학교 재학~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 대학교 이상의 학력

∙ 종교 종교 유무

∙ 거주지역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경제적 
요인

∙ ln(가구소득) 

2012.1.1.~2012.12.31.까지 가구의 연 총

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에 자연로

그를 취한 값

∙ 취업 취업 여부

개인의 
인식 및 
가치관
요인

∙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명)

∙ 가사육아 분담

부부간 가사 및 육아가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 0(불공평하다)~4(공평

하다)의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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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 결과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각각의 지역에 거

주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자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5-9>와 같다. 공통적으로 세 지역 

모두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자

녀수가 1명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은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자

녀수가 3명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충주시 소

태면의 경우 다른 두 지역(1% 내외)과 달리 자녀수가 4명인 경우가 약 

10%로 큰 차이를 보인다. 

독립변수 내용

가족차
원

관계 요인
∙ 부모로부터의 도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지의 여부

∙ 부모 지원여부 부모를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

지역사
회차원

지역사회
요인
(지역
문화)

∙ 지역문화 

(I) 가부장적 문화: 지역의 문화가 가부장적

이거나 남자 우월적인지 느끼는 정도, 0(전

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II) 결혼 출산 촉구의 문화: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가 결혼이나 출산을 촉구하고 있는지

에 관해 느끼는 정도, 0(전혀 그렇지 않

다)~4(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 지역환경 

지역의 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0(전혀 좋지 않다)~4(매우 

좋다)의 5점 척도

사회차
원

정책요인
∙ 임신 출산 양육관련

  정책의 도움정도

- 수혜한 정책이 도움이 됨

- 수혜한 정책이 도움이 되지 못함

- 수혜한 정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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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0명(없음) 8(  8.5) 11(  4.5) 2(  4.9)

1명 25( 26.6) 34( 13.9) 4(  9.8)

2명 47( 50.0) 171( 69.8) 20( 48.8)

3명 12( 12.8) 26( 10.6) 11( 26.8)

4명 1(  1.1) 2(  0.8) 4(  9.8)

5명 1(  1.1) 1(  0.4) -

전체 94(100.0) 245(100.0) 41(100.0)

다음은 교육, 종교, 취업여부, 부모와의 지원의 상호 교환, 정책적 요인 

등 더미변수로 활용되는 독립변수에 한하여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세 

지역 중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가 가장 교육수준이 높아서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여성이 전체 익산시 영등2동 거주자의 59.0%로 

다른 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의 경우는 충

주시 소태면이 41.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저학력의 기혼여성이 많

은 편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는 세 지역 모두 약 50%정도가 종교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의 경우는 충주시 소태면이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기혼여성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75.6%). 부모에게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익산시 영등2동(61.6%)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도움

을 받는 경우는 성북구 정릉3동(17%)와 익산시 영등2동(16.7%)에서 충

주시 소태면(9.8%)과 비교하여 많이 나타났다. 정책요인의 경우는 경험

해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50%씩 나뉘었는데 경험해 본 결

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나

타났다. 본 모형에서 카이검증()결과 교육수준에 있어서만 세 지역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000)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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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특성(Ⅰ)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0.6) 4(  1.6) 17( 41.5)

  고등학교 41( 43.6) 96( 39.3) 20( 48.8)

  대학이상 43( 45.7) 144( 59.0) 4(  9.8)

종교

  종교 있음 54( 57.4) 112( 45.7) 18( 43.9)

취업

  취업중 53( 56.4) 128( 52.2) 31( 75.6)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지원 52( 55.3) 151( 61.6) 18( 43.9)

  부모도움 받음 16( 17.0) 41( 16.7) 4(  9.8)

정책

  도움됨 31( 33.0) 93( 38.0) 14( 34.2)

  도움 안됨 16( 17.0) 45( 18.3) 3(  7.3)

  수혜 경험 없음 47( 50.0) 107( 43.7) 24( 58.5)

전체 94(100.0) 245(100.0) 41(100.0)

주: 1) 유의수준 *p<.0001

<표 5-11>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기혼여성의 특성 중 숫자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통계량이 지역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F-test를 실시한 결과

를 함께 제시하였다. F-test 결과 초혼연령,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체

감도, 지역문화(I, II), 양육환경의 적합도에 관한 요인에 있어서 세 지역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현재 연령의 경우는 세 지역

에 있어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충주시 소

태면이 23.7세로 가장 어리고 다른 두 지역은 약 27세로 비슷하게 나타

났다. 이상적인 자녀수 역시 세 지역 모두 2~3명 정도로 비슷했고 연간 

총소득의 경우 익산시 영등2동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성북구 정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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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충주시 소태면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지

에 대한 체감 정도는 충주시 소태면이 평균 1.16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

부장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문화(I)인지에 대한 체감 정도 역시 충주시 

소태면이 평균 1.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가 

결혼이나 출산을 촉구하고 있는지(문화 Ⅱ)에 대한 인식도와 지역의 환경

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곳인지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세 지역 모두 

비슷하게 나왔는데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가 각각 평균 2.29점과 1.71

점으로 두 요인 모두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역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1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특성(Ⅱ)

지역 연령
초혼

연령**
이상

자녀수
연간
총소득

가사
분담*

문화 I** 문화 II*
 양육
환경**

성북구 
정릉3동

평균 39.73 27.35 2.59 4599.59 1.76 2.04 2.59 2.23 

SD  6.35  4.36 0.77 2747.32 1.36 1.01 0.89 1.00 

익산시 
영등2동

평균 38.28 27.44 2.58 4845.90 1.74 2.41 2.29 1.71 

SD  5.34  3.33 0.87 2088.09 1.19 0.81 0.87 0.93 

충주시 
소태면

평균 39.71 23.66 2.83 4123.88 1.16 1.54 2.56 2.49 

SD  7.71  3.14 1.16 2911.52 0.93 0.92 0.92 0.93 

주: 1) SD: 표준편차

     2) 유의수준 *p<.05, **p<.0001; 3) 색깔이 있는 부분은 F-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 p< .000, *: p< .05)세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임.

이러한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자녀수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주요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는 지와 세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의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OLS 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5-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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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지역

  성북구 정릉3동  -0.16 0.10  -0.19* 0.09 -0.15 0.09  -0.17 0.09

  충주시 소태면   0.36** 0.13   0.28 0.14  0.32 0.15   0.22 0.15

연령   0.04*** 0.01  0.04*** 0.01   0.07*** 0.01

초혼연령  -0.06*** 0.01 -0.06*** 0.01  -0.07*** 0.01

교육수준

  고등학교   0.36* 0.16  0.37* 0.16   0.30 0.16

  대학교이상   0.43* 0.17  0.39* 0.18   0.29 0.17

종교

  종교 있음   0.04 0.08  0.04 0.08  -0.03 0.07

In(연간소득)  0.16 0.08   0.15 0.08

취업

  취업중 -0.15 0.08  -0.07 0.08

이상 자녀수  0.10* 0.04   0.06 0.04

가사분담 -0.04 0.03  -0.02 0.03

부모도움 줌 -0.14 0.08  -0.11 0.08

부모도움 받음  0.14 0.11   0.10 0.10

가부장적 문화  -0.05 0.04

결혼출산촉구  -0.02 0.04

양육친화환경  -0.00 0.04

정책

  도움됨   0.22* 0.10

  수혜 경험 없음  -0.57*** 0.11

F 유의확률 6.40** 10.01** 6.77** 9.81**

R-squared 0.033 0.159 0.220 0.344

주: 1) 유의수준 *p<.05, **p<.01, ***p<.0001
     2) 기준집단은 “지역: 익산시 영등2동, 교육수준: 중학교졸업 이하, 종교: 종교 없음, 취업: 비취

업중, 정책: 도움 안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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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은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효과를 보기 위해 상수항

과 지역변수만을 포함한 모형(restricted model)이며 모형4는 출산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형(full model)이

다. 모형1부터 모형4까지의 회귀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도에 있어

서는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라는 지역적 요인은 익산

시 영등2동에 비해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충주시 소태면라

는 지역적 요인은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많은 

통제 요인을 포함시킨 모형3이나 모형4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 이상 지역

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2의 경

우에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연령과 초혼연령, 교육

수준이다.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완결 출산력이 되어 자녀수

가 많아지는 반면 초혼연령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

간이 감소하여 자녀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

든 출산은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과 초혼연령의 효과는 모형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가

장 큰 요인은 교육수준이다. 모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와 

비교해서 고학력은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이다. 모형3의 경

우 이상적인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자녀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모형4의 경우 정책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출산·양육 정책을 경험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도움

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녀수를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고, 정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록 총 사례수(sample size)가 작아서 각각의 회귀모형이 



제5장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 255

이들의 출산자녀수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적합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를 통해 살펴보았

을 때 지역 자체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크게 자녀수를 증가시키

는데 영향을 주었고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그 크기가 작지만 자녀수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자녀수가 증가하

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원정책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 자녀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5. 요약 및 시사점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은 각각 다른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 우선 인구의 수와 지리학적 위치로 살펴보았을 때 대도

시, 중소도시, 농촌이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각 지

역의 만 15~49세의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익산시 영

등2동이 가장 고학력인 경우가 많고 충주시 소태면은 저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초혼연령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이 23.7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에 나이가 적은 결혼 이주자의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일부는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체류외국인 통계를 보면 충주시의 외국

인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초혼연령은 낮을수

록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해서 남편과의 가사 및 육

아 분담의 공평성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한 반면, 남성 우월적이

거나 가부장적 문화에 있어서 가장 동의하지 않아서 대조적인 응답을 하

였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촉구하는 문화이며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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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라고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충주시 소태면이라는 지역적인 

요인은 그 자체로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고,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앞에서 언급

한 초혼연령, 가부장적인 문화, 결혼 및 출산을 촉구하는 문화, 아이양육

에 좋은 환경이라는 요인에 있어서의 이점이 충주시라는 지역이 자녀수

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원인인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평균 자녀수를 

살펴보면 충주시가 평균 2.3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영등2동이 평균 약 

2명, 성북구 정릉3동이 평균 1.8명으로 가장 적다.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나 초혼연령이라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나 다른 변수들에 의해 통제되었을 때 그 영향력의 정도가 감소하

고 있는 반면 정책요인의 경우는 다른 모든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독립

적으로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응

하여 크고 작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쉽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 동안 합계출산율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저출산 

사회로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 비관적이었다. 이

에 비해 본 분석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을 경험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자녀수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정책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책을 경험하고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평가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녀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떤 요인이 인과관계에 있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 경험이 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많은 기혼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책이 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

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원정책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자녀수를 



제5장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 257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지역추적조사는 세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에 기초적인 자료

를 수집하는 1차 연도 조사가 완결되었고, 2014년도에 2차 년도의 조사

가 완료된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이 되면 보다 풍부하게 각 지역에서 발

생하는 출산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도에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심층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출산과 관련된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연계망은 경제적인 자원과 구분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독립

적인 차원으로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연계망은 지역적, 

연령군별 차이가 크고 노년기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강은나‧이민홍, 2014; 김영범‧박준식, 2006; 

황미영 1999). 이러한 맥락에서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사회

적 연계망의 크기와 유형, 특성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Walker(1985)에 의하면 사회적 연계망은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

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

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a set of personal contact)

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계망은 개인의 삶에서 교제 및 정보의 교환, 후원자,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자원이 된다(Campbell, Marsden and Hur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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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Gronovetter 1982; Kadusin 1982, Lin, 1982). 

이렇듯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각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연계망의 

특징은(Moren-Cross and Lin, 2006) 연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의 

밀도, 크기, 망구성원간의 유사성과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망(Network)

의 특성과 연계망 구성원간의 연계의 정도, 연계의 강도, 상호작용빈도, 

관계의 지속기간, 감정적인 친밀성, 관계(Tie)의 복합성(Multiplexity), 

관계의 상호성(Reciprocity), 망내 다른 구성원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관계의 수(Reachability) 등의 위치특성, 연계망의 목적지향적인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연계망의 모든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

기 때문에 일부 특징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자료의 활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 유형 및 동질성

과 같은 망의 일부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실시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

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Ⅰ)의 일부로 수행된 중고령자 조사자료이다. 대도

시인 성북구 정릉3동, 중소도시인 익산시 영등2동,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

태면에 거주하는 914명의 50세 이상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5-13>에 지역별 중고령자의 제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별로 연령구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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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성

  남자 42.2 48.9 43.2

  여자 57.8 51.1 56.8

연령

  50~64세 55.2 61.7 38.0

  65~79세 39.8 30.8 50.5

  80세 이상  5.0  7.4 11.5

교육수준1)

  무학 11.5 8.6 19.8

  초등학교 21.2 19.4 43.2

  중학교 23.9 17.2 16.4

  고등학교 33.3 37.6 16.0

  전문대학 이상 10.0 17.2  4.5

경제활동 상태

  취업중 46.6 45.7 73.0

  미취업 53.4 54.3 27.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7.1 22.3 34.9

  100∼200만원 미만 23.3 21.3 28.7

  200∼300만원 미만 14.8 18.1 15.2

  300∼400만원 미만 13.0 10.6  7.9

  400만원 이상 21.8 27.7 13.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9.9 77.7 75.5

  배우자 없음(미혼포함) 30.1 22.3 24.5

자녀수

  1명 미만 16.2  9.6  6.3

  2명 44.8 41.5 26.6

  3명 25.4 25.5 21.2

  4명 이상 13.6 23.3 45.8

형제자매수

  1명 이하 19.7 12.8 29.6

  2명 15.9  8.5 10.8

  3명 20.1 12.8 17.3

  4명 18.3 22.3 14.1

  5명 이상 26.0 23.6 28.3

계      100.0      100.0      100.0

(명) (339) (94) (481)

주: 1) 익산시 영등2동의 교육수준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수치임(N=93).

     2) 기타는 유교, 원불교와 기타 종교를 모두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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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계망의 정의와 측정

관심을 두고자 하는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 유형 및 동질성과 같은 연

계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연계망 특성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연계망 크기는 배우자, 자녀수, 생존 부모수, 생존 형제

자매수,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 및 친구 이웃수를 더하여 산출되었다. 이

러한 각 연계끈(tie)은 자아와 감정적 유대, 도움과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관계로 켄터의 위계적 대체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으로부터의 거리

에 기초한 동심원상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5-14〉 사회적 연계망 특성

구분 내용

연계망의 크기

∙ 자아와 감정적 유대, 도움과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관계로 켄터의 위계적 

대체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으로부터의 거리에 기초한 동심원상의 

관계 모두 포함

  (배우자+자녀수+부모수+형제자매수+친인척, 친구 이웃수)

∙ 1∼21명 분포

연계망 유형

∙ 자녀와의 동거 여부, 별거자녀와의 긴밀성, 이차적 비공식 관계와의 긴

밀성을 반영한 5개 유형

  1) 고립형 (15.9%)

  2) 전통적 자녀중심형 (19.4%)

  3) 수정 자녀중심형 (6.9%)

  4) 지역사회중심형 (23.9%)

  5) 다층형 (34.0%)

연계망의 
동질성/이질성

∙ 연령의 동질성(연령이 3세 이상 차이가 있는 tie가 있는 비율 34.8%)

∙ 교육수준의 동질성(교육수준이 다른 tie가 있는 비율 39.0%)

∙ 지역성(동일 읍면부 밖 거주 tie가 있는 비율 26.4%)

∙ 경제수준(생활수준이 다른 가까운 지인이 있는 비율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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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망 유형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 별거자녀와의 긴밀성, 이차적 비공

식 관계와의 긴밀성을 반영하여 5개로 유형화하였다13). 첫째, 고립형은 

자녀와 동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거자녀 중 동일 동·읍·면에 사는 

자녀가 전혀 없거나, 거의 매일 왕래하거나 거의 매일 연락하는 별거자녀

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고립형은 15.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전통적 자녀중심형으로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 이웃이 전혀 없는 경우로 19.4%에 달하

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수정 자녀중심형으로,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 읍면동에 사는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최소 1명과 거의 매

일 왕래하거나,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어 자녀와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 이웃

이 전혀 없는 경우로 6.9%이다. 즉 자녀와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연

계망이 26.3%인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중심형은 자녀와 동거하거나 별

거하여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못하는 등 자녀와는 소원하지만 월1회 이

상의 왕래 또는 연락을 하는 1명 이상의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으로 

대변되는 긴밀한 사회적 연계를 갖고 있는 유형으로 23.9%에 달하고 있

다. 마지막은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친인척 및 친구 이웃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층형으로 34.0%이다. 

13) 유형화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유형화 전략을 선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박경숙(2000), 이소정 외(2008), 강은나‧이민홍(2014) 등이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

망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이며, 외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경희(1995), Litwin(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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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사회적 연계망 유형화

구분 비율
(%)

자녀와의 
동거
여부

별거자녀와의 긴밀성: 
동일 읍면동에 사는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왕래하거나, 

최소 1명과 거의 
매일 연락하는가 여부

긴밀한 사회적 연계:
월1회 이상의 왕래 
또는 연락를 하는 
1명 이상의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 
이웃이 있는가 여부 

1) 고립형 15.9 × × ×

2) 전통적 자녀중심형 19.4
○ ○ ×

○ × ×

3) 수정 자녀중심형  6.9 × ○ ×

4) 지역사회중심형 23.9 × × ○

5) 다층형 34.0

○ × ○

× ○ ○

○ ○ ○

세 번째로 살펴본 연계망의 동질성/이질성은 각 연계(tie)가 자아와 어

느 정도 공통성/이질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

질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계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망의 동질성/이질성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상

태라는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성의 경우 각 tie가 이성인 경우는 소

수이며14), 결혼상태는 응답자의 자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특징은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통하여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은 제외하였다.

연령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각 연계(tie)의 응

답자와의 연령차이 분포를 검토하여 3세 이상 차이가 있는 연계(tie)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를 연령의 이질성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연령의 

경우 응답자와 최대 36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 tie의 약 2/3 정도

14) 1,276명의 tie중 이성은 55명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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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답자와 3세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세

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령차이가 있는 tie를 한명이라도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다. 즉 3세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령차이가 

있는 tie를 한명이라도 갖고 있으면 응답자의 사회적 연계망이 연령적으

로 다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 비율은 34.8%이다. 

또한 교육수준의 경우는 교육단계를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다른 연계

(tie)가 있으면 교육수준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동 비율은 

39.0%이다. 지역의 경우는 동일 동·읍·면 밖에 거주하는 연계(tie)가 있

으면 지역적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경우 26.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태의 경우 생활수준이 다른 

가까운 지인이 있는가 여부로 이질성을 파악하였고, 동 비율은 41.6%이다. 

다.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회적 연계망을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별(성북

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와 유

형,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와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와 유형, 특성에 있어 

중년기 이후의 연령의 영향력이다. 연계망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중년

기 이후 사회의 중요한 역할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에 따라 타인의 기대와 

자원이 감소하게 되며 더불어 동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중년기 이후의 사회적 연계망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경희, 1995; Lin, 1983). 또한 본 자료구축의 배경

이 지역적 특성과 그 변화 추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도시화와 고령화에 

따른 영향력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령을 통제하고도 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발견되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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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이다. 

이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 거주지역 이외에도 성

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연계망의 크기에 있어 남녀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

자들이 비친족 끈을 형성할 기회가 적어 비친족 끈의 규모는 작지만 일터

에서 제외되는 중노년기에는 남녀간의 사회구조적 위치가 감소하고 비공

식적 관계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남녀차이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

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Moore, 1990).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유무, 가구소득을 포함하

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계망의 크기와 비친족연계가 증대된

다는 지적이 있다(Antonucci, 1985; Marsden, 1987; 이소정 외, 2008). 

배우자 유무, 자녀수, 형제자매수도 중요한 변수이다. 자녀수는 노인들

의 연계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형제자매수는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이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령, 가구소득 자녀수와 형제자매수는 연속형 변수이며, 지역은 농촌

(충주시 소태면)을 기준변수로, 성은 남자,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 결

혼상태는 무배우,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활동 미참여를 기준변수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초기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특성별로 사회적 연

계망의 크기, 유형, 특성을 살펴보고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15). 

15) 사회적 연계망의 유형과 특성에 관해서는 로짓분석을 통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부
록>에 제시하였음. 연계망의 크기에 관한 분석은 독립변수에 포함된 변수가 일부 연계
망의 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음. 분문은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관심을 둔 지역과 연령이라는 변수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했는지만 해당 서술에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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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 결과

가. 사회적 연계망 크기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계망 크기를 분석한 <표 5-16>에 의하면 연계끈

(tie)은 최대 21개까지로 산출되었으며 평균 8.9개이다. 5명 미만인 경우

가 7.6%, 5~10명 미만이 50.5%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0~15명 

미만인 비율도 38.0%에 달하고 있다. 15명 이상의 연계끈(tie)을 갖고 있

는 경우는 3.9%이다.

이를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무엇보다 먼저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인 성북구 정릉3동에 거주하는 중고령자의 평균은 

8.1명으로 중소도시(익산시 영등2동)의 9.6명이나 농촌(충주시 소태면)의 

9.4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5명 미만인 비율이 

11.2%에 달하고 있다. 반면 농촌(충주시 소태면)은 15명 이상이라는 비율

도 6.0%에 달하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중년층(50〜64세)의 경우 9.8명, 

전기노인(65〜79세)의 8.4명, 후기노인(80세 이상) 7.1명으로 노화의 진

전에 따라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가 작은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특

히 후기노인(80세 이상)의 경우 5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19.0%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 고립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9.2명으로 여자의 8.8명보다 약간 많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반면 결혼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 유배우의 경우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가 평균 9.6명으로 무배우자의 7.2명보다 2.4명이 

적은 규모인데 연계끈(tie)중 배우자를 빼더라도 1.4명으로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이다. 무배우자의 경우 5명 미만의 소규모 연계망을 갖고 있는 비

율이 18.7%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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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 차이도 큰데 무학자의 경우 7.9명으로 고등학교 학력자의 

9.6명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다.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8.4명으로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가구소득의 경우도 소

득수준이 높은 중고령자에게서 사회적 연계망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400만원 이상의 경우 9.8명인데 이는 100만원 미만인 중고령자의 

8.1명보다 매우 큰 규모이다. 

〈표 5-16〉 중고령자의 특성별 사회적 연계망 크기

(단위:%, 명)

특성
5명

미만

5∼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명

이상
계  (명) 평균(명)

전체 7.6 50.5 38.0 3.9 100.0 (914)  8.9

지역***

  성북구 정릉3동(대도시) 11.2 58.4 29.5 0.9 100.0 (339)  8.1***

  익산시 영등2동(중소도시)  2.1 45.7 47.9 4.3 100.0 ( 94)  9.6

  충주시 소태면(농촌)  6.0 46.0 42.0 6.0 100.0 (481)  9.4

연령

  50∼64세  4.4 43.0 47.4 5.1 100.0 (428)  9.8***

  65∼79세  8.6 56.5 31.7 3.2 100.0 (407)  8.4

  80세 이상 19.0 60.8 19.0 1.3 100.0 ( 79)  7.1

성

  남자  6.3 49.1 40.3 4.3 100.0 (397)  9.2

  여자  8.5 51.6 36.2 3.7 100.0 (517)  8.8

교육수준**

  무학 14.8 57.8 26.1 1.4 100.0 (142)  7.9***

  초등학교  6.4 51.0 38.3 4.4 100.0 (298)  9.1

  중학교  6.8 50.0 38.6 4.6 100.0 (176)  9.1

  고등학교  4.0 45.8 44.9 5.3 100.0 (225)  9.6

  전문대학 이상 11.1 50.0 37.5 1.4 100.0 ( 72)  8.4

경제활동 상태***

  취업중  4.4 46.0 44.4 5.3 100.0 (552)  9.5***

  미취업 12.4 57.5 28.2 1.9 100.0 (362)  8.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2.5 54.5 30.3 2.9 100.0 (281)  8.1***

  100∼200만원 미만  5.9 54.4 34.6 5.1 100.0 (237)  9.0

  200∼300만원 미만  4.3 53.6 37.9 4.3 100.0 (140)  9.3

  300∼400만원 미만  8.7 39.1 48.9 3.3 100.0 ( 92)  9.4

  400만원 이상  3.7 42.1 50.0 4.3 100.0 (16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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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001  ** p<0.01  * p<0.05

나. 사회적 연계망 유형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계망을 유형화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5-17〉에 의

하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중소도시(익산

시 영등2동)의 경우 고립형의 비중이 31.3%에 달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층

형이 31.9%을 형성하고는 있고 전통적 자녀중심형도 22.3%이다. 반면 대

도시(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다층형이 33.0%, 전통적 자녀중심형이 

31.3%이다. 또한 수정 자녀중심형이 11.8%에 달한다는 점도 타지역 중고

령자와 차별되는 특징이다. 한편, 농촌(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지역사회 중

심형이 34.1%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다층형도 35.1%에 달

한다16). 

16) 다변량 분석결과에서도 대도시가 전통적 자녀중심형, 수정 자녀중심형, 지역사회중심형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충주시 소태면에서의 지역사

회중심형의 가능성이 대도시인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으며, 자녀중심
형(전통 및 수정)은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성
5명

미만

5∼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명

이상
계  (명) 평균(명)

결혼상태***

  유배우  3.6 46.8 44.7 4.9 100.0 (673)  9.6***

  무배우 18.7 61.0 19.1 1.2 100.0 (241)  7.2

자녀수***

  1명 미만 30.0 54.3 12.8 3.2 100.0 ( 94)  6.5***

  2명  8.8 48.0 41.4 1.9 100.0 (319)  8.9

  3명  4.7 56.1 34.4 4.7 100.0 (212)  8.9

  4명 이상  1.0 48.1 45.0 5.9 100.0 (289)  9.8

형제자매수***

  1명 이하 23.5 70.1 6.3 0.0 100.0 (221)  6.1

  2명 11.4 71.1 17.5 0.0 100.0 (114)  7.5

  3명  2.5 64.4 33.1 0.0 100.0 (163)  8.6

  4명  0.0 49.0 49.7 1.3 100.0 (151)  9.7

  5명 이상  0.0 17.7 69.4 12.8 100.0 (26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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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중고령자의 특성별 사회적 연계망 유형
(단위: %, 명)

특성 고립형
전통적

자녀중심형

수정 

자녀중심형

지역사회 

중심형
다층형 계  (명)

지역***

  성북구 정릉3동(대도시) 13.0 31.3 11.8 10.9 33.0 100.0 (339)

  익산시 영등2동(중소도시) 31.3 22.3  6.4 18.1 31.9 100.0 ( 94)

  충주시 소태면(농촌) 16.8 10.4  3.5 34.1 35.1 100.0 (481)

연령***

  50∼64세  9.8 24.3  5.8 16.4 43.7 100.0 (428)

  65∼79세 20.9 14.5  8.1 31.5 25.1 100.0 (407)

  80세 이상 22.8 17.7  6.3 25.3 27.9 100.0 ( 79)

성*

  남자 18.6 21.9  8.1 20.4 31.0 100.0 (397)

  여자 13.7 17.4  6.0 26.5 36.4 100.0 (517)

교육수준

  무학 18.3 19.7  8.5 27.5 26.1 100.0 (142)

  초등학교 14.4 17.5  4.7 32.2 31.2 100.0 (298)

  중학교 15.9 15.3  6.3 24.4 38.1 100.0 (176)

  고등학교 14.7 21.8  7.1 12.4 44.0 100.0 (225)

  전문대학 이상 20.8 29.2 12.5 16.7 20.8 100.0 ( 72)

경제활동 상태***

  취업중 13.2 17.4  5.6 27.0 36.8 100.0 (552)

  미취업 19.9 22.4  8.8 19.1 29.8 100.0 (36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0 4.3 10.7 40.2 18.9 100.0 (281)

  100∼200만원 미만 17.3 24.5  5.1 24.5 28.7 100.0 (237)

  200∼300만원 미만 9.3 26.4  5.0 23.6 35.7 100.0 (140)

  300∼400만원 미만 9.8 28.3  9.8 2.2 50.0 100.0 ( 92)

  400만원 이상 5.5 26.8  3.1 7.3 57.3 100.0 (164)

결혼상태

  유배우 16.1 18.6  7.3 23.2 34.9 100.0 (673)

  무배우 15.3 21.6  5.8 25.7 31.5 100.0 (241)

자녀수***

  1명 미만 19.2 24.5  4.3 33.0 19.2 100.0 ( 94)

  2명 12.2 22.6  6.9 17.6 40.8 100.0 (319)

  3명 20.3 20.8  6.6 20.8 31.6 100.0 (212)

  4명 이상 15.6 13.2  8.0 30.1 33.2 100.0 (289)

형제·자매수***

  1명 이하 21.7 18.1  7.7 28.5 24.0 100.0 (221)

  2명 14.0 20.2 11.4 22.8 31.6 100.0 (114)

  3명 12.9 22.1  3.7 25.2 36.2 100.0 (163)

  4명 18.5 14.6  8.6 19.9 38.4 100.0 (151)

  5명 이상 12.1 21.1  5.3 21.9 39.6 100.0 (265)

주: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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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중년층(50~64세)의 경우 다층형이 43.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층의 경우 25%내외 수준을 보이는 것과 대별되

는 특징이다. 반면 노인에게서는 고립형의 비율이 높아 20%대이다. 또한 

전통적 자녀중심형이 아직 24.3%에 달하고 있다. 전기 노인(65~79세)에

게서는 지역사회중심형이 31.5%에 달하고 있어 은퇴 후 건강이 허락하

는 시기인 전기노인에게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연계를 맺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17).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 고립형은 그 비중이 여자보다 높고(남

자 18.6% 여자 13.7%), 다층형은 여자에 비하여 낮다(남자 31.0% 여자 

36.4%). 반면 여자의 경우 지역사회중심형 26.5%, 다층형 36.4%으로 이

를 합하면 남자에 비하여 11.5%포인트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에 비

하여 여자가 사회적 연계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반면 결혼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그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경제활동 여부나 가구소득별로는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 고립형은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많지만 전문대학 이상

인 경우도 20.8%에 달하고 있다. 전문대학 이상 중고령자의 경우는 전통

적 자녀중심형이 29.2%, 수정 자녀중심형이 12.5%로 다른 교육수준의 

중고령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층형의 비율은 

고등학교 학력에서 지역중심형의 비중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에게서 월

등이 높다. 한편 경제활동의 경우 미취업자에게서 고립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취업자에게서는 지역사회 중심형이나 다층형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다층형의 비

17) 다변량 분석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도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형, 지역사회중심형일 가
능성은 높지만, 전통적 자녀중심형이나 다층형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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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고 고립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400만원 이상의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중고령자의 경우 고립형은 5.5%에 불과한 반면 다층형

이 57.3%에 달하고 있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고립형이 26.0%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중심형이 40.2%로 대표적인 

유형이다. 

다. 사회적 연계망 특성

중고령자 연계망의 특성을 연계끈(tie)의 이질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 <표 5-18>에 의하면 지역별로 이질성의 양상이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대도시(성북구 정릉3동)와 중소도시(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연령 이질성

과 교육수준의 이질성, 경제수준 이질성은 모두 낮은 편인 반면 거주지역 

이질성은 농촌(충주시 소태면)지역에 비하여 높다. 한편 농촌(충주시 소

태면)지역의 경우 약 절반 정도가 연령, 교육, 경제수준에 있어서 이질성

이 있는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거주지역 이질성은 19.8%로 

매우 낮은데, 이는 농촌(충주시 소태면)지역의 중고령자가 지리적인 범주 

내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과 연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8).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중년층에 비하여 노인층에서 연령 이질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동년배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등이 사망하는데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는 전

기 노인층인 65~79세가 가장 높은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주지역 

이질성은 연령이 높은 층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80대 이상의 

18) 다변량분석결과 농촌이 연령이질성과 경제수준의 이질성이 높고 교육수준의 이질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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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노인의 경우 8.9%에 불과하다. 반면 중년층은 동 비율이 37.9%에 달

하고 있다. 경제수준의 이질성은 상대적으로 연령군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19). 

성별로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 중고령자에게서 연령 이질성이 높은 편

이며, 거주이질성은 정 반대로 남자에게서 높다.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

의 이질성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적은 편이다. 

지역, 연령, 성에 비하여 결혼상태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러나 거주지역의 경우는 유배우가 20.3%, 무배우가 28.5%로 무배우자

의 경우 이질성의 수준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별 비교 외에도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연령이질성의 관계성은 ∩형

으로 초등학교 학력자에게서 가장 높다. 반면 교육수준 이질성과 경제수

준은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주지역 이질성은 교육수준이 높은 중고령자에게서 월등히 

높은데 이는 이들의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향성과 연계되어 있을 것

이다. 

경제활동 여부별로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교육수준 이질성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그 수준이 높아서 42.0%

로 미취업자의 34.3%에 비하여 7.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

득의 경우는 소득이 낮은 중고령자에게서 연령이질성과 경제수준 이질성

이 높고 거주 이질성이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거주지역 이질성의 경

우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중고령자에게서 가장 높은 수준인 40.2%

로 분석되었다. 

19) 그러나 다변량 분석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의 

이질성이 낮은 것뿐임. 연령 이질성과 교육수준의 이질성과의 관련성은 연령과 연관된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가능성이 높음(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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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중고령자의 특성별 사회적 연계망 특성

특성
연령 

이질성

교육
수준

이질성

거주
지역

이질성

경제
수준

이질성

이질성 정도
계 (명)

0 1 2 3 4

지역***

  성북구 정릉3동(대도시) 20.1 28.9 31.6 34.2 47.8 13.0 19.8 15.6 3.8 100.0 (339)

  익산시 영등2동(중소도시) 23.4 31.9 41.5 31.9 42.6 16.0 18.1 17.0 6.4 100.0 ( 94)

  충주시 소태면(농촌) 46.6 47.4 19.8 48.7 26.0 17.9 27.4 25.2 3.5 100.0 (481)

연령

  50∼64세 29.7* 37.9 37.9*** 40.7 32.7 17.3 26.2 18.9 4.9 100.0 (428)

  65∼79세 38.1 41.3 17.7 44.7 37.4 14.5 20.9 23.6 3.7 100.0 (407)

  80세 이상 40.5 32.9 8.9 30.4 44.3 15.2 24.1 16.5 0.0 100.0 ( 79)

성

  남자 29.5** 40.6 31.2 40.6 38.3 13.6 20.4 23.4 4.3 100.0 (397)

  여자 38.1 37.7 22.6 42.4 33.9 17.6 26.1 18.8 3.7 100.0 (517)

교육수준

  무학 39.4*** 45.8 10.6*** 40.1 4.3 8.5 23.2 23.2 2.8** 100.0 (142)

  초등학교 43.3 33.9 16.1 42.3 34.2 19.8 25.2 17.8 3.0 100.0 (298)

  중학교 33.0 40.9 37.5 47.7 27.8 16.5 29.0 22.2 4.6 100.0 (176)

  고등학교 26.2 40.9 36.0 38.2 35.6 17.3 21.8 20.9 4.4 100.0 (225)

  전문대학 이상 16.7 36.1 43.1 37.5 48.6 8.3 11.1 25.0 6.9 100.0 ( 72)

경제활동 상태

  취업중 36.6 42.0* 27.2 42.8 31.2 18.7 24.3 22.3 3.6** 100.0 (552)

  미취업 30.9 34.3 25.1 39.8 42.8 11.6 22.7 18.5 4.4 100.0 (36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1.3** 42.7 19.9*** 48.0 34.2 12.5 24.2 25.6 3.6 100.0 (281)

  100∼200만원 미만 33.3 33.8 22.8 40.1 41.4 14.4 21.5 18.6 4.2 100.0 (237)

  200∼300만원 미만 32.9 39.3 30.7 35.0 34.3 20.7 22.1 18.6 4.3 100.0 (140)

  300∼400만원 미만 20.7 37.0 23.9 35.9 43.5 15.2 21.7 19.6 0.0 100.0 ( 92)

  400만원 이상 32.9 40.9 40.2 41.5 27.4 20.1 28.1 18.3 6.1 100.0 (164)

결혼상태

  유배우 38.6 39.8 20.3* 45.2 37.8 9.5 26.6 23.2 2.9 100.0 (673)

  무배우 32.8 38.6 28.5 40.3 35.1 18.1 22.6 19.9 4.3* 100.0 (241)

자녀수

  1명 미만 24.5** 36.2 27.7*** 38.3 46.8 9.6 19.2 19.2 5.3* 100.0 ( 94)

  2명 32.9 37.6 39.2 43.3 29.5 17.9 25.6 20.4 4.7 100.0 (319)

  3명 30.2 36.8 26.9 35.4 39.2 18.9 19.8 17.9 4.3 100.0 (212)

  4명 이상 42.2 42.9 11.4 45.3 36.7 13.5 23.5 23.9 2.4 100.0 (289)

형제·자매수

  1명 이하 38.0 36.2 14.5*** 39.4 41.2 13.6 23.5 19.5 2.3 100.0 (221)

  2명 37.7 43.9 21.1 42.1 37.7 10.5 22.8 27.2 1.8 100.0 (114)

  3명 31.3 38.7 28.2 44.2 33.1 16.0 28.8 19.6 2.5 100.0 (163)

  4명 31.1 34.4 26.5 43.1 37.8 19.9 17.2 19.9 5.3 100.0 (151)

  5명 이상 33.6 41.9 37.4 40.8 30.9 17.7 24.5 20.4 6.4 100.0 (265)

주: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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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및 시사점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연계망에 주목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

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적 특성이 분명하여, 대도시는 연계망의 

크기가 작고 연령 및 교육, 생활수준이 동질적인 사회적 연계를 맺고 있

다. 또한 자녀중심형의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소도시 거주 

중고령자는 고립형의 사회적 연계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농촌 거

주 중고령자의 경우는 연령이나 교육 및 생활수준의 이질성이 큰 다층형

의 연계망 특성을 갖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한편 연령에 초점을 두고 정리해보면 연령과 연계망 크기는 반비례하

며 다층형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지역사회중심적 성향을 갖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망의 이질성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미미

하다. 단,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동질성이 높은 경향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고 3개의 지역을 비교한 것이

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노년층의 사회적 연계망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정리

해보면, 어떤 지역에서든 노화의 진전에 따라서 연계끈(tie)이 감소한다

는 점이다. 즉 중노년층의 사회적 연계망의 감소는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

는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노년층, 특히 후기 노인의 사회

적 고립의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후기 노년기로 진입함에 따라서 다층형은 감소하지만 고립형과 

지역사회 중심형의 비중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노

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개인이나 정책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고령의 구성원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통합될 가능성

이 모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어떤 길을 향해 가는가에 따라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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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삶의 질과 생활 양상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년기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은 어떠한 노력을 할 것

인지, 노인이 지역연계를 필요로 할 때 작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

회를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

겠다. 

〈표 5-19〉 지역 및 연령별 연계망 특성 비교

연계망 크기
연계망 유형 연계망 특성: 이질성

고립형
자녀

중심형
지역사회
중심형

다층형 연령 지역
교육/생활

수준

지역

대도시의 

월등히 적은 

연계망(8.1명)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연령 반비례 증대 - 증대 감소 -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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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지역 기초자료의 비교 분석

  1. 조사지역의 정책 추진환경 및 응답가구 특성 비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환경에서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

립도를 비교하면 성북구가 30.5%, 익산시 20.7%, 충주시 18.8%로서 재

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은 대도시지역인 성북구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해당 광역 시·도 내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재원조달구조가 모두 

취약한 수준이다(표 6-1 참조). 

한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예산규모로 살펴보면 성북구(4,185억원)가 

익산시(7,341억원), 충주시(5,980억원)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익산시(2,605억원)가 성북구(2,142억원), 충주

시(1,663억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출생아수, 노인인구수 등 저출산·고

령화대책의 주 수혜계층의 많고 적음이 반영된 것으로, 익산시는 노인인

구수가 3개 조사지역 중 중위에 해당하지만,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상

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대

책의 영향이 세출예산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조사지역별 가구조사 결과에 따른 비교분석으로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성북구 정릉3동 57.3%, 

익산시 영등2동 80.4%)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

(21.7%)은 낮은 수준이다. 동거가구원 평균 연령은 성북구 정릉3동 42.5

세, 익산시 영등2동 29.7세, 충주시 소태면 57.9세로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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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조사지역별 정책추진 환경 및 응답가구 특성 비교

(단위: %, 억원, 명, 세,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정책추진 환경

  재정자립도(2013년) 30.5 20.7 18.8

  일반회계 세입예산(2014년, 억원) 4,185 7,341 5,980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2014년, 억원) 2,142 2,605 1,663

  지자체 자체재원에 의한 독자적 사업수

    저출산분야 21개 10개 5개

    고령사회분야 15개 8개 20개

  인구 특성(2012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2.0 13.8 15.2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1.0 1.4 1.3

조사지역 해당 동·읍·면(2012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9 5.3 33.1

    출생건수(명) 111 218 8

응답가구의 구조적 특성

  자녀동거가구 비율 57.3 80.4 21.7

  동거 가구원수(평균, 명) 2.7 3.5 2.2

  동거가구원 연령(평균, 세) 42.5 29.7  57.9

응답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 소득종류별 소득원

    근로소득률 74.3 78.4 29.0

    사업소득률 19.3 27.2 80.3

  월평균 가구소득(200만원 미만) 42.6 13.1 58.6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200만원 미만) 61.6 14.6 77.0

  주관적 생활수준(낮은 편이다) 56.0 16.0 34.0

  주택 소유율(자가) 52.7 86.4 87.7

(조사가구 수) (300) (301) (300)

가구 경제수준을 비교하면 2013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

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42.6%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3.1%, 충주

시 소태면은 58.6%이다. 또한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비

율이 성북구 정릉3동 61.6%, 익산시 영등2동 14.6%, 충주시 소태면은 

77.0%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익산시 영등2동(16.0%)이 

충주시 소태면(34.0%), 성북구 정릉3동(56.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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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택의 자가소유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52.7%이고, 익산시 영등2

동과 충주시 소태면 자가소유율이 86% 이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비율이 42.1%이고, 성북구 정릉3동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42.6%으로 익산시 영등2동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수준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고령화율이 높고 가구소득수준은 낮은 편

이나 자가소유율이 높고, 주관적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

하는 경향이다. 

  2.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의 특성 비교

<표 6-2>에서 조사지역별 미혼자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응답자의 연령

은 익산시 영등2동(26.1세)이 충주시 소태면(31.7세)과 성북구 정릉3동

(29.9세) 보다 더 적고, 응답자중 남자의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84.0%

로 타 지역(약 60%)보다 높다. 응답자 교육수준(대학 이상의 비율)은 익

산시 영등2동이 86.7%로 타 지역(약 72%)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익산시 영등2동은 미혼자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대학 이상 비율은 

더 높고, 취업률은 더 낮은 수준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취업률이 높은 것

은 지역적 특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36.0%)이 높기 때문이다. 

미혼응답자의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은 미혼남자의 경우 성북구 정릉3

동(84.2%)이 가장 높은 데 반하여, 미혼여자의 경우는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다. 그러나 미혼여자의 출산의사에서도 충주시 소태면이 높은 수

준이나 사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응답자의 연령은 충주시 소

태면(40.7세)이 성북구 정릉3동(39.3세)과 익산시 영등2동(38.5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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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더 높고, 응답자 교육수준(대학 이상의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65.8%로 성북구 정릉3동(47.5%)과 충주시 소태면(22.9%)보다 훨씬 더 높

다(표 6-2 참조).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충주시 소태면(85.7%)이 높은데, 

미혼남녀와 같이 지역적 특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6-2〉 조사지역별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의 특성 비교 분석

(단위: 세, %, 회,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미혼응답자의 연령(평균, 세) 29.9 26.1 31.7

미혼응답자중 남자 비율 59.5 60.0 84.0

미혼응답자의 교육수준(대학 이상 비율) 73.8 86.7 72.0

미혼응답자의 취업률 66.7 43.3 80.0

미혼자 결혼의사 있는 비율

  남자 84.2 71.4 75.0

  여자 57.7 60.0 100.0

미혼자의 출산의사 있는 비율

  남자 86.4 88.2 85.0

  여자 66.7 72.2 100.0

(미혼응답자 수) (84) (30) (25)

기혼여자 응답자의 평균 연령(세) 39.3 38.5 40.1

기혼여자 응답자의 교육수준(대학 이상 비율) 47.5 65.8 22.9

기혼여자 응답자의 취업률 56.4 53.4 85.7

초혼연령(평균, 세) 26.5 27.0 26.3

총임신횟수(평균, 회) 2.4 2.3 2.6

현존자녀수(평균, 명) 1.7 1.9 2.4

추가출산 계획있는 비율 19.6 16.6 5.9

초등 3학년 이하 자녀 있는 비율 42.6 51.9 45.7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

  보건소 32.4 30.4 54.3

  산부인과 54.5 56.5 25.7

  소아과 56.4 69.6 54.3

  어린이집 32.7 35.9 34.3

(기혼여성응답자 수) (146) (376) (60)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충주시 소태면(26.3세)이 성북구 정릉3동

(26.5세)과 익산시 영등2동(27.0세)보다 약간 더 낮고, 총 임신횟수는 충

주시 소태면(2.6회)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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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자녀수도 충주시 소태면(2.4명)이 도시지역(성북구 정릉3동 1.7명, 

익산시 영등2동 1.9명)에 비하여 더 많다. 그러나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비율은 기혼여성의 연령이 적고 현존자녀수가 적은 도시지역(성북구 정릉

3동 19.6%, 익산시 영등2동 16.6%)이 충주시 소태면(2.4%) 보다 더 높다.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51.9%)이 타 지역에 

비하여 더 높고, 더불어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에서 산부인과(56.5%), 

소아과(69.6%), 어린이집 이용률(35.9%)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

건소 이용률은 충주시 소태면이 54.3%로 가장 높다.

  3.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표 6-3>에서 조사지역별 50세 이상 중고령자 특성을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성북구 정릉2동(49.8%)과 익산시 영등2동(41.1%)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62.9%)이 높은 수준이나, 높은 연령구조에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의 유배우율(74.5%)은 성북구 정릉3동(66.0%)보다 더 높

은 수준이다.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고교 이상)은,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

릉3동(43.2%)·익산시 영등2동(50.0%)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 소태면

(21.4%)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취업률은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

2동(각각 약 48%)보다 충주시 소태면(82.3%)이 높은데, 미혼자조사나 

기혼여성조사에서와 동일한 경향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상이다.

중고령자의 자녀동거 비율은 응답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동일한 경향으

로 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에서 낮

은 수준이다. 최소 1명의 자녀가 동일 동·읍·면에 거주하는 비율도 도시

지역이 더 높은 수준이다. 별거 자녀와의 왕래빈도(주 1회 이상)에서도 

도시지역은 약 40%인 데 반하여 충주시 소태면은 23.0%로 지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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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왕래의 빈도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락빈도는 접촉

빈도에 비해서 지역별 차이가 적다. 

 종합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은 14.6명, 익

산시 영등2동은 23.4명, 충주시 소태면은 24명으로 대도시지역의 중고

령자가 가장 적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자의 가치관으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조

사지역 모두 건강유지와 소득창출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노후의 

자녀동거에 대한 태도에서는 익산시 영등2동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자녀

와 동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공

적연금 가입률로 비교하면, 익산시 영등2동 66.4%,성북구 정릉3동이 

44.1%, 충주시 소태면 31.8%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인다. 

중고령자의 복지자원 이용실태를 비교하면, 경로당 이용률과 지역보건

기관(보건소 등) 이용률은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71.4%, 73.8%)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지역사회 중심적인 성향을 강

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각종 사회복지관, 여가문화 시

설 및 센터 이용률은 도시지역이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가문화활동률

도 도시지역이 더 높은 수준이고, 평생교육 경험률 및 컴퓨터 이용률은 

50∼64세 연령층이 많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다.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농촌지역의 부부가구는 약 10% 이상

은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집단이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부부가 모두 

80세가 넘거나(10.5%),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

(22.6%)에 신체적 독립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부부가 모두 무학일 경

우(39.9%) 정보습득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에서 2개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

에 비하여 50∼64세 연령층 비율이 더 높고, 교육수준도 연령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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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높다. 그러나 50대 연령층의 비율과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여가문화활동에 대체로 더 적극적이고 노후생

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표 6-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분석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의 연령(65세 이상 노인 비율) 49.8 41.1 62.9

중고령자의 유배우율 66.0 80.4 74.5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비율) 43.2 50.0 21.4

중고령자의 취업률 48.6 48.2 82.3

중고령자의 자녀수(평균, 명) 2.4 2.8 3.5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 비율 57.0 45.1 24.5

  최소 1인은 동일 동‧읍‧면 거주 14.9 13.5 0.4

별거 자녀와 왕래 빈도(1주 1회 이상) 39.5 42.9 23.0

별거 자녀와 연락 빈도(1일 1회 이상) 21.8 19.8 18.8

사회적 관계망 크기(종합) 14.6 23.4 24.0

여생을 보내고 싶은 방법

  소득창출 24.3 24.6 28.5

  건강유지 34.7 41.8 33.0

노후의 자녀동거에 대한 태도

  동거해야 함 22.5 14.6 24.1

공적연금 가입률(현 수령자 포함) 44.1 66.4 31.8

개인연금 가입률(현 수령자 포함) 12.5 15.5 8.5

지역사회 보건복지 인프라 이용률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당 이용경험률 7.2 45.5 71.4

  65세 이상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경험률 13.2 9.1 0.7

  각종복지관 이용률 7.2 3.6 -　

  공공 여가문화시설 7.8 13.6 1.2

  민간 여가문화센터 12.2 3.6 1.0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률 37.2 36.4 73.8

평생교육 경험률 11.2 18.2 5.2

컴퓨터·인터넷 이용률 38.1 43.6 21.6

현재 여가문화활동률 60.9 52.7 44.7

(중고령자 응답자수) (321) (112) (491)

연령: 부부중 1인 이상 후기노인(80세 이상) 3.3 8.0 10.5

교육수준: 부부 모두 무학 10.1 18.2 39.9

건강: 부부 모두 건강하지 않음 12.3 15.9 22.6

취업실태: 부부 모두 취업 32.2 37.5 83.8

부부동반 외출 빈도(1주 1회 이상) 39.4 47.8 39.2

(유배우 중고령자 응답자수) (211) (8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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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홍보교육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현황 분석에서 3개 조사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다

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독자적 사업 발굴·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예산 사업 발굴 등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환경의 기반 

하에서 수급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 자원·인프라 이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도

한 재정수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단순하게 제시한다면, 저출산 

영역에서는 홍보거점기관 지정을 통한 정책홍보 강화, 고령사회 영역에

서는 이용빈도가 높은 노인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문화기능 강화를 들 수 

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정책은 3개 조사지역 모두 아동·청소

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출생

아수 증가를 위한 직접적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아동·청소

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임기 인구가 자

연스럽게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단위에

서 큰 재정소요 없이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

으로서 바람직한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과 출

산관련 정책도 등한시 할 수는 없다. 모든 조사지역에서 결혼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임신·출산·양육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대상자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경험률이 낮은 지

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 홍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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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정보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재정부족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

며 저출산 극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도 정책 홍보교육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홍보는 정책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에 있어 보건

소는 대·중소도시(정릉3동 32.7%, 영등2동 30.4%)보다 농촌지역(소태

면 54.3%)에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산부인과는 농촌지역(소태면 

25.7%)보다 대·중소도시(정릉3동 54.5%, 영등2동 56.5%)에서 이용률

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60 참조), 따라서 저출산정책 홍

보거점기관을 농촌지역은 보건소, 도시지역은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등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비치·배포하고 정책대상자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본연의 업무·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책정보도 포함한다. 보건의료 외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제공 창구 제한으로 이러한 정책정보를 접할 기

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모든 정책자료

를 비치하여 정책대상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

련 기관종사자들에게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결혼·출산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조사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역 복지자원 이용실태를 보면, 경로

당 이용경험이 대도시(정릉3동 7.2%)에서 농촌지역(소태면 71.4%)으로 

갈수록 매우 높아지는 반면, 노인복지관 이용경험은 정반대 현상(정릉3

동 13.2%, 소태면 0.7%)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공·민간 여가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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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험은 대도시(정릉3동: 공공 7.8%, 민간 12.2%)에 비해 농촌지역

(소태면: 공공 1.2%, 민간 1.0%)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3-95 

참조). 이처럼 이용경험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복지

자원 분포와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충주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소일거리 지

원사업과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운영하여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여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경로당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독거노인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하

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북구

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웰컴투 경로당 사업을, 비이용 노인을 대상으로는 

헬로우 마니또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감안한다면 헬로우 마니또 프로젝트 등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필

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발견된 공통점은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 모두 도시지역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정책의 경험률에 있

어서 농촌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정책 대상자가 정책을 경험한 비중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주시 소태면

의 기혼여성은 조사에서 제시한 많은 임신·출산·양육 정책의 대상자임에

도 불구하고 정책을 경험한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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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의 홍

보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즉, 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정책이 홍보

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나 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자원이 되는 질적

인 인프라 자체의 부족에서도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보와 더불

어 농촌지역에서의 인프라의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

역의 균형 있는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

가 필요하다. 

  3. 중고령자의 생애주기별 노후생활설계 활성화 

중고령자의 배우자 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또는 부부간의 일상생활 공유 등에 관한 

분석에서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미래전망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에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막연한 기대 또는 회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부부가 함께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연령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에서 노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지

역에서 사회적 연계망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자

의 고립생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개인의 노력

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

기에 맞추어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건강관리,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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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노후생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향후 계획 및 연구 제한점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는 2013년도 기초

표본가구를 구축하고 1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에 두 번째 조사

가 실시되었다. 즉 저출산분야의 기초조사와 고령사회분야의 기초·부가

조사 및 심층사례연구가 실시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연속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1차 자료의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2013년 조사와 2014년도 조사 결과에서 조사지역 응답가구의 전체가

구원 변동 상황을 <표 6-4>에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가구원수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하여 각각 0.1%p, 0.3%p 

증가한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가구원 중 익산시 영등2동이 탈락과 진입 등 가구 및 가구원 변동이 가

장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15

∼24세, 35∼44세, 45∼54세 연령층이 감소하였으며, 혼인상태별로는 

15세 이상 미혼자가,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이상자,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자가 각각 약간씩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가구원

의 특성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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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지역추적조사 가구변동에 따른 가구원 일반특성 비교(2013년과 2014년)

(단위: %, 명)

구분
2013년 

조사 결과
2014년

표본 탈락

2014년 조사 결과

소계 원표본유지 2차 신규진입

조사지역

  성북구 정릉3동 32.5 37.4 32.6 31.4 38.7

  익산시 영등2동 41.1 48.0 41.4 39.5 51.1

  충주시 소태면 26.4 14.6 26.0 29.2 10.3

성별

  남자 48.7 50.7 48.3 48.2 48.4

  여자 51.3 49.3 51.7 51.8 51.6

연령

  14세 이하 20.2 19.2 20.8 20.4 22.9

  15∼24세 9.0 16.7 7.7 7.3 10.0

  25∼34세 9.6 11.1 10.3 9.3 15.3

  35∼44세 17.3 19.4 17.0 16.8 17.9

  45∼54세 14.1 14.8 13.6 14.0 11.7

  55∼64세 10.6 7.5 10.9 11.3 9.1

  65세 이상 19.2 11.3 19.7 21.0 13.1

혼인상태

  미혼 15.0 26.1 13.0 12.4 16.0

  유배우(기혼) 54.3 45.3 55.4 56.4 50.4

  무배우(기혼) 10.5 9.4 10.8 10.8 10.7

  비해당(14세 이하) 20.1 19.2 20.8 20.4 22.9

교육수준

  미취학 8.2 6.7 9.1 8.5 12.2

  초등학교 이하 26.3 19.4 26.2 27.9 18.1

  중학교 12.9 10.9 12.9 13.4 10.7

  고등학교 26.7 31.3 25.4 25.6 24.3

  대학 이상 25.9 31.7 26.3 24.6 34.6

취업 여부

  예(취업) 49.4 43.8 49.6 50.6 44.4

  아니오 30.5 37.0 29.6 29.0 32.7

  비해당(14세 이하) 20.1 19.2 20.8 20.4 22.9

계1)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71) (479) (2,511) (2,092) (419)

주: 1) 지역추적조사 사례가구의 동거가구원에 대한 분석임. 원표본유지는 2013년과 2014년 조사
가 모두 이루어진 가구원이고, 신규진입은 2014년에 신규로 조사된 가구원이며, 표본 탈락가

구는 2013년에는 조사되었으나 주소이전 등으로 2014년에는 조사가 이루지지 못한 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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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지역추적조사는 패널조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

사지역 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가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구

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은 약 85%이나 개인조사에서 미혼자조사의 경우 표

본 유지율이 약 65%로 다른 조사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어서 표본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비표본오차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

적 문항의 경우 연도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표의 설계 

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원 

교육 등으로 면접자의 측정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2015년도 조사에서 저출산 분야는 2차 연도 미혼자 및 기혼여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한 부가조사 설문을 구성하고, 2015

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심층사례연구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규모 조

사에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연구진 회의 및 심층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표 상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결혼 및 출산으로의 이행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지역적

인 요인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고령사회분야의 3차 연도 기본조사는 자문회의 및 연구진회의 등을 통

하여 2차 연도 기본 및 부가 조사의 항목 중에서 기본 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주관적 의견에 대

한 질문 항목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

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1차 

및 제2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심층분석 주제를 수정·보완하고 2차 심

층분석을 실시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례조사지역은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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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출되지 않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에 한정되어 자료분

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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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4년 지역추적조사(Ⅱ) 결과표

〈부표 1-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최근 직업(직종)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관리자 1(  1.0) 3(  1.3) 1(  3.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 22.8) 78( 33.3) -

사무 종사자 26( 25.7) 68( 29.1) -

서비스 종사자 21( 20.8) 21(  9.0) 2(  6.1)

판매 종사자 11( 10.9) 35( 15.0) 2(  6.1)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  1.0) 1(  0.4) 25( 7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6.9) 2(  0.9) 1(  3.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1.0) 7(  3.0) -

단순노무 종사자 10(  9.9) 19(  8.1) 2(  6.1)

계 101(100.0) 234(100.0) 33(100.0)

〈부표 1-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최근 직업 경제활동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결혼 7 29 1

출산 13 22 -

육아 6 13 -

가사(집안일) 7 - 1

건강 때문에 4 15 -

수입이 너무 적어서 - 5 -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복지, 시설 등) - 4 -

거리가 멀어서 1 2 -

진학 또는 학업 1 2 -

회사의 파산 혹은 구조조정 때문에 1 3 -

가족이 반대해서 1 1 1

장래성이 없어서 1 6 -

계약이 만료되어 - 7 -

기타 2 - -

계 44 109 3

부 록 <<



30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부표 1-3〉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근로시간 형태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전일제 90( 98.9) 44( 77.2) 218( 96.0) 97( 77.0) 33(100.0) 29( 96.7)

시간제 1(  1.1) 13( 22.8) 9(  4.0) 29( 23.0) - 1(  3.3)

계 91(100.0) 57(100.0) 227(100.0) 126(100.0) 33(100.0) 30(100.0)

〈부표 1-4〉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교대제 여부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교대제 2(  2.2) 2(  3.5) 20(  8.8) 5(  4.0) - -

교대제 아님 89( 97.8) 55( 96.5) 207( 91.2) 121( 96.0) 33(100.0) 30(100.0)

계 91(100.0) 57(100.0) 227(100.0) 126(100.0) 33(100.0) 30(100.0)

〈부표 1-5〉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일주일 업무 평균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평균 53.0 41.2 53.0 39.2 55.4 45.2 

표준편차 13.3 16.4 13.3 14.6 16.9 16.9 

사례수 91 57 227 126 33 30

〈부표 1-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노후준비보다 현재의 지출이 급해서 25( 80.6) 31( 73.8) 10( 90.9)

별로 관심이 없어서 2(  6.5) 7( 16.7) 1(  9.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1(  3.2) 2(  4.8) -

기타 3(  9.7) 2(  4.8) -

계 31(100.0) 42(100.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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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조사지역별 동거가구원 변동사항

(단위: %, 가구)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동거가구원 변동 사항

  원표본가구

    있다 10.7 9.6 11.3

      (신규가구원)2) 5.3 4.6 3.7

      (분가가구원)2) 5.3 5.0 7.1

      (사망가구원)2) - - 2.4

    없다 69.7 70.4 83.0

  신규진입가구 19.7 19.9 5.7

  계1) 100.0 100.0 100.0

 (가구수) (300) (301) (300)

주: 1) 2013년 원표본가구의 2013년 8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동거가구원 변동 사항임

     2) 복수응답률이며, 무응답 가구는 제외함(N=895).

〈부표 1-8〉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수발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수발 여부1)

  수발 받음 57.9 100.0 73.1

  수발 받지 못함 42.1 - 26.9

계 100.0 100.0 100.0

(명) (19) (10) (52)

수발자2)

  가족 81.8 80.0 73.7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9.1 20.0 5.3

  노인(종합)돌봄서비스 　- 　- 2.6

  가족 + 외부서비스(정부) 　- 　- 2.6

  가사도우미 + 기타 9.1 　- 15.8

계 100.0 100.0 100.0

(명) (11) (10) (38)

주: 1) 기능상태(ADL 7개와 IADL 10개 항목) 17개 항목 중 1개 이상에 제한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으며 수발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응답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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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가족수발 실태

(단위: %, 명)

구분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22.2 50.0 53.3

  장남 22.2 -　 20.0

  장남의 배우자 22.2 37.5 3.3

  차남 -　 12.5 3.3

  차남의 배우자 11.1 　- 6.7

  삼남 이상 -　 　- 3.3

  삼남 이상 배우자 -　 　- 3.3

  장녀 　- 　- 3.3

  손자·손녀 　22.2 　- 3.3

주수발자의 수발 시간(1일 평균)

  거의 매일 하루 종일(8시간 이상) 　- 12.5 -　

  거의 매일 반나절(4~8시간 미만) 22.2 25.0 10.0

  거의 매일 반나절(4시간 미만) 55.6 37.5 33.3

  1주 3∼4일 　- 　- 16.7

  1주 1∼2일 22.2 25.0 40.0

주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현재 일하고 있음 55.6 37.5 83.3

  일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33.3 62.5 16.7

  평생 일하지 않음 11.1 -　 　-

주 수발자의 경제활동 단축·중단 경험

  있다 12.5 37.5 13.3

  없다 75.0 62.5 86.7

  잘 모르겠다 12.5 -　 -　

자발성

  (매우)그렇다 50.0 57.1 11.1

  그저 그렇다 25.0 42.9 81.5

  (전혀)그렇지 않다 25.0 -　 7.4

의견대립

  (매우)그렇다 - 14.3 -

  그저 그렇다 37.5 28.6 18.5

  그렇지 않다 37.5 42.9 55.6

  전혀 그렇지 않다 25.0 14.3 25.9

계1) 100.0 100.0 100.0

(명) (9) (8) (30)

주: 1)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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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고령자 연계망의 결정 요인들

1. 연계망 유형 결정 요인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계망 유형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과 연령

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 자녀중심형이나 수정 자녀중심형의 경우 대도시(성북구 정릉3동)

에서 이러한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충

주시 소태면)의 경우 지역사회 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노년

층의 사회적 연계망에 있어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지역은 주요한 변

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형이나 지역사회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다층형의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 이는 노화가 진전됨

에 따라서 고립되는 부정적 방향의 진전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자원이 잘 

작동하는 긍정의 가능성이 모두 높은 두 가지 길을 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이나 교육수준, 경제활동,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자녀수가 많은 경우, 형제자매수가 많은 경우 다층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

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지만 다층형

에 속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일관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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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계망 유형 결정 요인

종속변수 

(1= 각 유형 해당)

고립형
전통적

자녀중심형

수정 

자녀중심형

지역사회 

중심형
다층형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상수
-2.15***

(0.58)

-0.54

(0.55)

-3.47

(0.92)

1.56***

(0.53)

-.0.75

(0.48)

지역(기준=농촌(소태면))

  대도시(성북구 정릉3동동)
-0.38

(0.24)

 1.36***

(0.22)

 1.66***

(0.36)

-1.24***

(0.23)

-0.27

(0.18)

  중소도시(익산시)
 0.28

(0.31)

 0.83***

(0.31)

 0.63

(0.56)

-0.44

(0.31)

-0.35

(0.27)

연령
 0.63***

(0.19)

-0.65***

(0.20)

 0.07

(0.29)

0.59***

(0.17)

-0.58***

(0.16)

성(기준=남자)

여자
-0.34

(0.21)

-0.50*

(0.20)

-0.27

(0.30)

0.40*

(0.18)

0.31

(0.17)

교육수준(기준=전문대학 이상)  

  무학
-0.27

(0.43)

 0.16

(0.41)

-0.26

(0.58)

0.30

(0.43)

0.08

(0.40)

  초등학교 
-0.36

(0.37)

-0.10

(0.34)

-0.73

(0.50)

0.52

(0.37)

0.26

(0.34)

  중학교 
-0.16

(0.37)

-0.74*

(0.36)

-0.79

(0.50)

0.50

(0.38)

0.61

(0.34)

  고등학교
-0.23

(0.36)

-0.43

(0.32)

-0.68

(0.46)

-0.21

(0.39)

0.90**

(0.33)

경제활동 상태(기준=미취업)

  취업중
 0.39

(0.22)

 0.26

(0.21)

 0.13

(0.32)

-0.52*

(0.21)

-0.08

(0.18)

가구소득1) -3.01

(7.94)

-0.70

(4.86)

-0.00

(0.00)

-1.06

(0.22)

8.68

(4.68)

결혼상태(기준=무배우)

  유배우
 0.34

(0.26)

-0.33

(0.23)

 0.58

(0.39)

0.10

(0.22)

-0.27

(0.06)

자녀수
-0.10

(0.07)

 0.06

(0.07)

 0.16

(0.11)

-0.18**

(0.06)

0.15*

(0.06)

형제자매수
-0.05

(0.05)

-0.03

(0.05)

-0.07

(0.07)

-0.01

(0.04)

0.08*

(0.34)

일치율 64.4% 70.7% 72.2% 71.9% 65.5%

N 913

주: 1) E-7을 반영하기 전의 수치임.

     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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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망 특성 결정요인

중노년층이 갖고 있는 연계망의 이질성을 다양성의 확보의 기본단계로 

보고 이러한 각 측면의 이질성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해보았다. 지역의 

경우 농촌(충주시 소태면)에 비하여 도시거주 중노년층의 경우 연령이질

성이 낮으며 경제수준의 이질성도 낮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은 

자신보다 연령차이가 큰 사람이나 소득수준에 차이가 나는 연계끈(tie)을 

갖을 가능성이 낮은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의 이질성은 대

도시(성북구 정릉3동) 거주 중노년층이 농촌(충주시 소태면) 거주자에 비

하여 낮지만 중소도시(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

여 대도시(성북구 정릉3동)와 중소도시(익산시 영등2동)간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교육수준이 유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

향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 중고령자가 연령이질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수준의 이질성은 낮은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남자에 

비하여 여자 중고령자가 연령차이가 있는 사람과 교육수준이 비슷한 사

람들과 유대를 맺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가

족유대의 크기가 갖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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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계망 특성 결정 요인

종속변수: 

1= 각 유형 해당

연령

이질성

교육수준

이질성

거주지역

이질성

경제수준

이질성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상수
 -1.06*

(0.50)

 0.20

(0.45)

-0.56

(0.50)

0.64

(0.44)

지역(기준=농촌(소태면))

  대도시(성북구 정릉3동동)
  -1.21***

(0.19)

  -0.91***

(0.18)

 0.09

 (0.20)

 -0.77***

(0.17)

  중소도시(익산시)
-0.86**

(0.28)

   0.80***

(0.26)

 0.51

(0.27)

 -0.84***

(0.26)

연령
 0.12

(0.16)

-0.06

(0.15)

 -0.55**

(0.19)

0.19

(0.15)

성(기준=남자)

  여자
 0.33*

(0.16)

-0.14*

(0.16)

-0.35

(0.18)

0.00

(0.15)

교육수준(기준=전문대학 이상)  

  무학
 0.56

(0.41)

 0.13

(0.35)

  -1.05***

(0.42)

-0.26

(0.34)

  초등학교 
 0.83*

(0.36)

-0.47

(0.30)

-0.98

(0.32)

-0.13

(0.29)

  중학교 
 0.72

(0.37)

 0.09

(0.30)

-0.07

(0.31)

 0.25

(0.30)

  고등학교
 0.56

(0.36)

 0.16

(0.29)

-0.34

(0.29)

-0.04

(0.29)

경제활동 상태(기준=미취업)

  취업중
-0.10

(0.18)

 -0.14

(0.17)

 0.24

(0.20)

-0.11

(0.17)

가구소득
  8.03

(4.92)

 4.66

(5.05)

 3.12

(4.86)

-2.59

(5.03)

결혼상태(기준=무배우)

  유배우
-0.18

(0.19)

-0.28

(0.19)

 -0.20

(0.229)

-0.41*

(0.18)

자녀수
-0.01

(0.06)

 0.02

(0.05)

 -0.18

(0.07)

-0.02

(0.05)

형제자매수
0.01

(0.04)

 0.06

(0.03)

 0.12

(0.04)

 0.01

(0.04)

일치율 67.9% 63.5% 72.8% 60.8%

N 913

주: 1) E-7을 반영하기 전의 수치임.
     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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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중고령자 심층사례연구의 연구설명서와 참여동의서

연 구 설 명 서

연구주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연  구 자: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본 연구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이 경험하는 삶의 특성에 관해 심

층연구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1회 개별 심층면담(1회당 약 1시간 30분 내외)에 의해 이루

어지며,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분석에 사용될 것입니다. 면담시간과 장소

는 귀하의 편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주로 귀하의 집이나 대화를 나

누기에 적당한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재면담

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이나 해는 

없을 것이며, 참여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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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년학, 사회복지 및 인구 정책 분야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본 연구 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의 이름과 그 밖의 개인적

인 정보는 익명 처리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분석한 후 최소

한 3년 동안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 자료는 연구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진

들만이 주의하여 다룰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될 것이며 

국내외 사회복지 및 정책 분야에 발표 및 게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심층면접 참

여를 수락하셨더라도 언제라도 면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면접 도중 귀

하는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연구에 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자 오○○(02-380-8000)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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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참 여 동 의 서 (참여자용)

연구주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연  구 자: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목적을 이해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본 연구 참여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 예 □ 아니오

연구 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 예 □ 아니오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성명 기입)                         

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의 정보가 녹음테이프에 녹음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익명으로 처

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된 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일

(면접 일자) (연구참여자의 성명) (서명)

----------------------------------------------------------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

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2014년  8월       일

(면접 일자) (연구자의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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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14년 조사표(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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