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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cro-Micro Approaches to Attitudes and Fertility 
in Korea 

The idea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has gained 

ground among demographers who are interested in low fertility 

levels in developed countries. This perspective insists that peo-

ple have more individualized attitudes about their life events 

such as careers, marriage and children. As they place more val-

ues on their own hopes and preferences, they tend to delay or 

avoid marriages and give less births. This study examines pos-

sible application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by 1)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about mar-

riage, children and gender roles and later childbearing behav-

iors and 2) tracking down the trends in attitudes about mar-

riage and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finds that 

how married women view marriage and children matters in 

their decisions about pregnancy and notices a recent large 

drop in the absoluteness of marriage even among married 

women, those who may be so favorable toward marriage. This 

study indicates that policies toward low fertility levels should 

pay attention to our perspectives about not just children but al-

so competing events in life.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

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해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력에 대한 변화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결

혼 및 자녀 등 전통적인 가치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기에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기 실시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

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경험

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치관과 실제 

출산행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둘째,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패널 자

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자녀 수, 가구소득, 학력은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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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이 출산할 가능성은 낮

아졌다.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이후 4년간 임신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

러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출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

였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혼 여성들의 결혼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이러

한 경향과 달리 2015년 현재 결혼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

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취

업은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 수의 경우 0명, 1

명, 2명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자녀 필요성

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자 이러한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기혼 여성의 연령

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한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와 달리 자녀 가치관에 긍정적 태도

를 나타냈다. 

3. 결론 및 시사점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들의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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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확연하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호한 것으로 가

족 관련 다양한 태도들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제는 

정책적으로 가족, 결혼, 자녀 등 포괄적 가치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한 명 갖고 있는 기혼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당국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은 많은 전

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단순히 출산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어쩌면 

사회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일 수 있

다.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관심을 더 이상 출산에만 한정하지 말고 삶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용어: 저출산,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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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00년 1.46이

었던 합계출산력은 2005년 1.07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2년 

1.29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 1.2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주

었다. 2016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5월까지 신

생아 수는 18만 2,300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까지보다 1만 200명 정도가 

적다고 한다(통계청, 2016). 2016년은 2015년 수준보다 더 낮을 가능성

이 높다는 뜻이다.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0년 이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그간 얼마나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적게는 60조 원에서 많게는 150조 원이라는 의견도 있다. 

150조 원 주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2005년 9월 출

산력과 고령화 현상을 다루기 위해 출범한 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실시

된 모든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예산을 다 합한 금액이 150조 원이다. 제1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그리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되었다. 반면 

60조 원이라는 의견은 150조 원 중 가족 또는 육아정책 등 출산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예산만이 저출산 관련 예산이라는 주장에 근

거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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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도 매우 많은 돈이 출산력 증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쓰여

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난 10년간 저출산 정책은 정책 목표 달성에 미흡했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 10년을 반성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포괄하는 제3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2015년 연말에 발표하였다. 우선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혼인율을 견인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

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 부분

을 감소시키고, 아버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큰 예산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이전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많은 관련 정책전문가들이 기

대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몇몇 학자들은 정책의 실

효성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본계획이 출산

력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변화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

구학자들은 대체로 출산력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 생각한다. 

제1단계에서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양육비용이 들어가서 가계

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현상이 가

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2단계에서는 결혼, 자녀 등 전통적

인 삶의 과정에 대해 회의를 품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태

도가 주요 원인이 된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직업에 집

중하기 위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

미 제2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과연 

출산력이 반등하겠느냐는 우려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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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련 기관에서는 가치관 변화와 출산력의 하락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

지 실태조사는 기혼 및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이삼식 등, 2015). 그뿐만 아니라 전국 결혼 및 출

산 동향조사를 통해 결혼 및 자녀 가치관, 가족 가치관 등 다양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출산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김승권 등, 2012). 이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210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은 44세 이하 성인들 중 ‘반드시 결혼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은 7.7%, 남성은 18.1%이다. 이들 중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은 29.5%이며 남성은 

17.5%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가치관과 출산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는다. 또

한 미혼 남녀의 가치관 변화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49.2%에서 2009년 63.2%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조사 결과 56.7%로 결혼의 필요성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 남성의 경우 2005년 71.4%, 2009년 69.8%, 2012

년 67.5%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의향은 매년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결혼 가치관에 여성보다 남성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러한 가치관 변화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승권 등, 2012). 미혼 남녀(20~44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

펴보면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출산 및 자녀에 대한 욕구는 미혼 

여성의 경우 2005년 24.3%에서 2009년 24.0%로 다소 감소하였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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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남성의 경우 2005년 54.4%에서 2009년 42.1%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삼식 등, 2009). 미혼 남녀들의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반드시 결

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화 또는 개

인주의 가치관 변화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 가족도 증가하고 있

다(이민아, 2013).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을 높인다면(이삼식, 2006),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미혼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 또는 보완점들이 있다. 첫

째,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종단면적(longitudinal)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횡단면적(cross-sectional)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

우 두 변수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횡단면적 자료를 사용한 분석

이 두 변수 사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더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산을 한 

여성들이 특정 가치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낳고 난 여

성들이 자녀의 가치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둘째, 횡단면적 자료 사용

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연구들이 실제 출산행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

고 출산의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특정 조사 시기 이후를 알 수 없는 횡

단면적 자료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물론 많은 연구들이 출산

의도가 있는 여성들이 그 이후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Dommermuth, Klobas, and Lappegard 2015). 그렇지만 의도와 행

위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결론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셋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

관은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만 이 자료들을 

모두 살펴봐서 통시적 변화에 주목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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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

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

듯이 인구학자들은 이미 한국은 출산력 변화에 있어서 제2단계에 접어들

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기 실

시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입장에서 살펴보

아야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앞에서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 및 보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경험적으로 연구해본다. 

먼저, 실제로 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전 연

구들이 횡단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치관과 출산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치관과 실제 출산행

위의 관계를 연구한다.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그 이후 실제 임신을 

하는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기혼 여성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

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해 본다. 이를 통해 과연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출

산력 변화에 있어서 제2단계로 접어들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얼

마 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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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

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기존 방향을 확대하여 결혼

을 장려하고 남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모두 매우 의미 있

는 정책이지만 만약 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에 대해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사회적 참여를 중시하고 가족과 가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 신혼집 마

련과 출산 부담 경감 등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출산 행위에 있어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밝혀낸다면 그리고 출산 

관련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

는, 다시 말해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을 미시 및 거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를 고

찰한다. 이를 통해 가치관과 출산율 관계 변화에 있어 거시 및 미시적 요

인 등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 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가치관을 찾아본다. 

또한 가치관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한 다른 나라의 연구를 살펴보고 자료 

및 방법의 선택, 결과의 해석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도록 한다. 

둘째,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 및 미시적 차원에서 가치관과 출산의 

형태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5차까지 진행된 여성가족패널 조

사를 이용한다. 아쉽게도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는 출산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가치관 관련 문항을 3차에서부터 포함시켰다. 그래서 제3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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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치관 문항을 뽑아내고 제3차에서 제5차까지 사이 임신 여부에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셋째, 2000년 이후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에 실시된 전국 출산력 조사를 이용한

다. 각 조사에서 가임기에 있는 기혼 여성들의 응답을 뽑아서 지난 15년

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 결과가 갖고 있는 정

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이론적 배경

제1절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제2절  관련 가치관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

2제 장





제1절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가치관과 출산력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이론은  (a)제2

차 인구변천 이론(Lesthaeghe and van de Kaa 1986)과 (b) Fishbein

과 Ajzen의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s) 이론(Fishbein and 

Ajzen 1975; Ajzen and Fishbein 1980)이다. 전자는 보다 사회학적 

관점에 근거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 심리학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서 제2

차 인구변천 이론은 사회적 수준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비해 계

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의 결정을 이해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이  때문에 

두 이론은 가치관과 출산에 있어 미시와 거시 수준의 변화를 연결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체계이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의 핵심 개념이 가치 지향인 반면, Fishbein과 

Ajzen의 모형에서는 태도와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눈에 보

기에는 두 이론을 연결하는 시도는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상의 차이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사회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치 지향 개

념이 사회 심리학에서 ‘일반화 된’ 태도라고 부르는 것과 접한 연관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제2차 인구변천 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의 개념은 1986년 네덜란드의 Lesthaeghe와 

van de Kaa의 논문에서 맨 처음 소개되었다. 이 개념의 단초는 이미 이

이론적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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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작업(Lesthaeghe, 1980, 1983; van de Kaa, 1980, 1985)에서 등

장하였다. 그리고 후속 연구(Lesthaeghe and Surkyn, 1988; 

Lesthaeghe, 1994; Lesthaeghe and Moors, 1996; van de Kaa, 

1994)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다듬어져 왔다. 이 이론의 핵심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부터 관찰되고 그 이후 지속되어 온 생활 형태에서의 

인구학적 변화가 곧 특정한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 가치는 세속

적, 반권위적,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며, 자기 실현, 가치 표현, 자

기 인식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증명을 위해 경험연구

에서는 두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첫째, 가치는 중요한

가?(Lesthaeghe and Moors, 1994), 둘째, 어떤 가치가 중요한

가?(Lesthaeghe and Surkyn, 2004)이다.  가치와 제2차 인구변천 간

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Lesthaeghe와 Surkyn(200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속화, 정치적 신좌파, 평등주의, 시민 윤리 및 도덕성, 

가치 표현, 동료 의식을 강조하는 결혼 윤리 등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

져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몇 가지 인구학적 변화를 유인해 냈다는 점이

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점은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오로지 가치로만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치가 다른 설명 방식들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Lesthaeghe, 2001).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가치들이 인구학적 변화를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1990년과 1999년에 실시된 대규모 

국제 설문 조사인 유럽 가치 연구(European Values Studies)에 다수 나

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Lesthaeghe and Moors(2002)가 가치 및 생

활 형태에 있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발자국이라고 지칭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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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준다. 이 연구들이 발자국을 제공한다고 지칭하는 이유는 데이터

가 가치와 인구학적 행동 간의 연관성을 보여 줄 뿐이고, 가치가 그 행동

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거꾸로 행동이 가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oors, 2000). 횡단면적 

자료로는 두 변수간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본 보고서는 출산 현상으로 전이되기 전에 측정한 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전 연구는 가치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요인 분

석이나 거트만 척도를 사용한 차원적 접근법을 이용하거나(Lesthaeghe 

and Meekers, 1986; Lesthaeghe and Moors, 1996), 많은 수의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잠재적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 요인 

접근법을 이용하거나(Lesthaeghe and Surkyn, 1988), 인구학적 특성

과 광범위한 일련의 태도 항목들 간의 유사성을 찾는 반복 단일 항목 분

석법을 활용한다(Lesthaeghe and Surkyn, 2004). 이들 방식들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주요 초점을 항목의 내용에 맞추어 

태도와 인구학적 행동 간의 연관성 패턴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는 것이

다. 이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한 통합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들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법에서는 태도 프로파일

(attitude profile)에서 차이를 보이는 뚜렷한 인구 분포 집단을 파악한

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의미가 있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으로 묘사

되는 태도 프로파일을 갖는 인구 분포 집단이 있는가? 

  2. 계획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 theory)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서는 광범위한 태도와 가치를 강조하며 60년대 

말 이후로 젊은 성인의 생활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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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에 주목했다. 반면 Fishbein과 Ajzen이 주창한 계획된 행위 이론

은 보다 구체적인 태도를 언급한다. Ajzen은 태도를 ‘사물, 사람, 제도 또

는 사건에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대응’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한

다(1988, p.4). 특정 행동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태도라는 개념에 훨씬 더 

초점이 모아지고, 연구 대상은 전체 사회 또는 특정 집단이 아닌 특정 행

동의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모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틀은 주로 모성과 가족 계획에 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Vinokur-Kaplan, 1978). 그러나 Barber(2001)가 덧붙인 것처럼 

Fishbein과 Ajzen의 틀은 교육, 일, 소비 행동과 같은 대안적 또는 대립

적 행동을 의미하는 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여가 

활동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Barber(2001)는 우리의 행동 선택이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제한을 받으므로 이러한 대안적 행동에 대한 태도가 결국 

관련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른 역할과 동시에 엄마와 

같은 특정 역할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역할 참여가 언제나 역할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할 증대 관점

(Jackson, 1997)은 다중 역할에는 개인적 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이점은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Ahrens and Ryff, 2006도 참조). 

Moen 등(1989, 1992)의 연구는 더 적은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게서 더 양호한 건강 상태와 장수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직업적 역할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Fishbein과 Ajzen 틀을 확장시킴으로써, 자

녀, 결혼, 직업, 자기실현 및 개인적 자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출산에 영

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질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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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 하위 집단에 주목하면서 다른 방식의 질문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모성으로의 전이가 더 쉬운가? 쾌락주의적인 사람들

은 모성으로의 전이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가? 또는 인생에 있어 부모 역

할보다 다른 역할을 선호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충분하다면 모성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가치관과 출산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에 영향

을 준다고 어떤 가치관까지 경험적 연구에 포함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

족에 대한 일반적 태도 등을 주로 주목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 설

명해보자. 

  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최근 수십 년간 행동 규범에 대한 순응이 줄어들고, 개인의 자유와 자

율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했으며, 관용이라는 규범이 등장했다

(Thornton, 1989).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개인주의적 개념의 

확산과 특히 가족 행동에 대한 보다 개인주의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Lesthaeghe, 2002; Lesthaeghe and Surkyn, 1988). 그리고 미국에

서는 이러한 거시적 변화를 법률 체계, 성, 육아, 정치 등 삶의 많은 다양

한 부분에서 관찰할 수 있다. 법률 체계의 경우 Schneider(1985)는 도덕

적 책임이 사회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고, 가족법에 있어서 도덕적 담화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및 자유를 더 많이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lwin은 양육 가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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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비슷한 경향을 관찰하고 있다. 1924년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

기까지 미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복종을 덜 요구하고, 관용적이고 자율적

이기를 더 바라게 되었다(Alwin, 1988, 1996).  Bahr, Mitchell, Li, 

Walker 그리고 Sucher(2004)는 1924년 이래로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

을 존중해 주는 부모를 원하는 욕구가 늘어났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

와 아이들 모두 아이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Bahr 

et al., 2004). 1960년대의 성 혁명 역시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강조가 증

가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이다. 정치에서는 여성 운동 및 시민권 운

동과 같은 중요한 사회 운동이 비슷한 울림을 갖는다.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일반적인 변화는 가족 형성의 태도 및 신념에도 

거시적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다. 태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증거는 

1950년대 말에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 보다 자세해진다. 이러한 

증거는 가족 구성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경향 즉, 행동상의 경향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반영한다.

결혼 관련 태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1957년에서 1976년 사이에 독신 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크게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Veroff, Douvan and 

Kulka, 1976). Veroff와 동료들은 1957년에는 53%의 성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졌으나, 1976년에는 단지 34%의 성

인들만이 독신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이 접하게 연관

된 태도들을 분석한 결과, 1957년에서 1976년까지의 기간 동안 결혼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고 독신 생활에 대해서는 더 관용적이 되었음

을 보여 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결혼에 대한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Monitoring the Future 연구는 응답자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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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라는 문장에 찬성하는

지 반대하는지 물어보았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결혼에 대해 갖는 태도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에는 58.5%의 여성이 결혼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데 찬성

했고, 1970년대에는 59.5%의 여성들이 동일하게 느꼈다. 남성들 역시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

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데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이 1980년대 중반에

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약간 증가했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다른 연구 조사에서 나타난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준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Monitoring 

the Future 조사에서 ‘요즘은 좋은 결혼은 드물다’라는 문장에 찬성한 응

답자 비율은 남성, 여성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마찬가지로 Monitoring the Future 연구에 

참여하여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배우자를 갖

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젊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으며(1998

년의 경우 여성 82%, 남성 72%),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의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정리해서 말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

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출산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결혼이 아이를 갖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Monitoring the Future 연구에 따르면 ‘비혼 출산(unmarried 

childbearing)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믿는 여성들의 비율이 1970

년대 중반(23%)에 비해 1990년대 중반(15%)에 이르러 크게 감소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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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다. 동일한 믿음을 갖는 남성들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감소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혼외 출산에 붙이는 부정적 낙인도 최근 수십 

년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Schulenberg et al., 1995). 이러한 결과

는 Ku 등(1988)의 연구 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

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 친구의 임신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에 대해 물었다. 1979년에서 1995년 사이에 결혼, 임신 중절, 입양을 권

하는 비율은 모두 크게 감소한 반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빠가 아이의 

부양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19%에서 59%로 크게 증가했다. 비혼 

출산을 부양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Pagnini와 Rindfuss(1993)의 연

구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

결혼 후 부모가 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1960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세대 간 패널 연구의 엄마 표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혼 부부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에 찬성하는 여성의 비율은 1962

년 85%에서 1980년 43%로 감소하였다(Thornton, 1989). 또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이 명제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세대 간 패널 연구의 자

녀 세대 표본 조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명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크

게 감소했음을 보여 준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이

는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

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접하게 연관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해 왔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결혼이 

아이를 낳기 위한 유일하게 적절한 사회적 관계라고 믿는 경향이 감소하

고 있으며, 아이를 갖는 것이 결혼 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

는 경향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가 결혼의 의미에 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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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화이다. 결혼의 의미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가 근

본적으로 결혼과 접하게 묶여 있다고 보는 경향도 줄어들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보다 평등주의적이 되며, 

1990년대 후반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평등 관계 및 평등 사회가 뒷받침

되어 안정기를 이루게 되었다(Thornton, Alwin and Camburn, 1983; 

Thronton and Young-DeMarco, 2001).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역

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크게 수용적이 되었다(Thornton, 1989). 

혼외정사에 대한 수용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증가했으나, 그 이후 

20년간은 감소하여, 92.9%의 여성과 89.2%의 남성이 혼외정사는 ‘항상 

나쁘다’ 또는 ‘거의 항상 나쁘다’라고 응답했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첫

째, 가족은 미국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제도이다. 둘째, 다양

한 가족 유형과 전이에 대한 수용이 증가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많은 사

람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평생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계획한다. 이는 최

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

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

도, 혼전 성 관계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등 다른 태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나타냈다.

아마도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태도 변화는 거시적 수준의 행동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거시적 수준에서 개념적 경향과 행동적 

경향을 연결시킴으로써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드러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대신 이제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의 가능한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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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가치관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

  1. 가치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

가족 관련 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추측된다. 

첫째, 가족 관련 태도는 코호트의 계승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은 

코호트 대체로도 불리는데, 이는 어린 시절 학습을 강조한다. 각 개인들

은 특정한 연도에 출생하며 인격 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역사

적 환경에서 살게 되고, 이것은 세대별로 다른 규범적 방향성을 만들게 

된다(Alwin and Scott, 1996; Inglehart, 1981; Kraaykamp, 2002). 

이렇게 특정한 시대에 살게 되면 일생을 통한 사회화가 특정한 시기에 이

루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태도는 변화에 저항하며, 안정적인 사회정치

적 성향을 확고하게 만들어낸다(Alwin, 1990; Alwin and krosnick, 

1991; Glenn, 1977; Inglehart and Baker, 2000). 각 세대가 성숙해

가는 과정 전체는 코호트간 계승을 통한 자연적 과정을 통해 태도가 어떻

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 준다. 성숙해진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은 죽게 

되고 좀 더 젊은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대체된다. 젊은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더 평등한 성역할을 경험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의 과정은 가족 간의 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좀 

더 평등한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Brewster and Padavic, 2000; 

Brooks and Bolzendahl, 2004; Mason and Lu, 1988; Neve, 

1995). 가족 역할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좀 더 강

력하게 작용한다. 평등주의적 가족 역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의미가 있

는데 성역할이 평등해짐으로써 여성들이 더 이익을 보기 때문이며, 따라

서 좀 더 평등한 가족 역할로 나아가는 코호트 상호간의 발전은 남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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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서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가족 역할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동력은 사회구조적 접근

이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발전이 

모든 코호트의 태도 변화를 주도한다(Alwin and Scott, 1996; 

Danigelis et al., 2007). 코호트 계승과는 달리 이 기간 효과에 대한 관

점은 모든 성인들이 소위 사회적‧구조적 조건, 즉, 사회인구적, 경제적, 역

사적 발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태도 변화에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구조

적 조건과 더불어, Brooks와 Bolzendahl(2004)는 이데올로기적 학습을 

코호트 내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다. 이 견해에 따르

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평등한 가족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변화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접근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일어난 구조적‧
문화적 발전은 가족 관계에서 양성평등이 발전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

움이 된다.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 감소, 여성의 출산연령 증가, 교육확대

와 여성의 노동참여 등이 가족 내에서 상황을 다양하게 바꾸었다고 믿는

다(Brewster and Padavic, 2000; Mason and Lu, 1988). 그 후 이혼

의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그들의 인적 자본이 증가하고, 집에서 양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어 여성 평등을 따르려면 여성들에게 더 

고비용이 되었다. 따라서 기간 효과가 여성들로 하여금 다년간에 걸쳐 가

족 역할에 대한 평등한 견해를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 남

자들은 가사 노동 분업에 대해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유

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가족 관계에 대해 더 평등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것은 좀 더 느린 속도로 일어났을 것이다(Bolzendahl and 

Myers, 2004; Mason and Lu, 1988).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이 가족 

역할 태도를 바꿈에 따라 그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결국 남성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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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역할에 대해 비평등한 견해를 계속 고수하면, 가족 내부에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나 부부의 결혼 생활의 질을 낮출 수도 있다(Kalmijn, 

2005). 그러한 면에서 여성의 태도 변화는 남성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했을 수 있다. 

태도에 있어 코호트 간 대체와 기간 효과를 연구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태도 변화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Alwin 

and Scott, 1996; Brewster and Padavic, 2000; Brooks and 

Bolzendahl, 2004; Danigelis et al., 2007; Neve, 1995) 

Firebaugh(1989)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간 효과

(intra-cohort)를 측정한 연도와 그 연구가 진행된 연도수를 곱한 값으

로 표시된다. 코호트 대체의 측정은 출생 코호트의 효과와 조사가 행해진 

연도의 출생 코호트 평균값에서 첫 번째 조사한 연도의 출생 코호트 값을 

뺀 값을 곱해서 계산한다. 

  2. 가치관 변화의 과정: 미국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학적으로 사회적 수준의 가치관 변화는 코호

트 효과와 기간 효과 입장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해

서 많은 학자들의 국가적 수준에서의 가치관 변화를 연구하였다. 몇몇 국

가의 예는 한국의 가치관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주

요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아마도 가치관 변화가 가장 많이 연구된 

국가는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 

가족 역할이란 가족과 사회에서 성역할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누어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다(Kalmijn, 2005). Scott과 그의 

동료(1996)들은 그러한 태도는 사람들이 삶의 구조적 조건 때문에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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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와 제약에 반응하는 잠재적 경향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육, 고용, 결혼 등 주요한 삶의 

사건에 대한 경험은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가족 역

할태도를 변화 시킨다(Cunningham et al., 2005; 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주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부는 서로 가족 역할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Bolzendahl and Myers, 2004).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실제적인 근무 시간에 따라 가족 내 역할

에 대한 의견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적 갈등

을 일으켜, 믿음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Cooper and 

Croyle, 1984). 심리적 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여,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

적 갈등은 고용이나 가족 역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용 환경과 그들의 현재 고용상황의 이

해관계를 고려하여 가족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바꾸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성역할 태도가 점차 평등하게 달라져갔다. 

미국에서는 가족 관계에 대한 태도도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그 과정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Poortman and Van der Lippe, 

2009).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이나 일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평등한 가족 역할을 더 선호한다 (Hakim, 

2000, 2002).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이 가지는 재정적·심리

적인 보상 때문에 일에 대한 의무를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시하는 것

이다. 반대로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대부분 가족이 관련된 보상이 우선

시되며, 따라서 좀 더 가족 역할에서 성차별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

(Cunningham et al., 2005; Hakim, 2000).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과 

다소 상반된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남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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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좀 더 성차별적인 가족 역할을 지지할 수 있다. 풀타임으로 일하

는 남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족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훨씬 덜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

는 남성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남성들보다 더 평등한 가족 역할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미국 연구에서 지적할 점은 태도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그 방향과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혼 상태는 가족 역

할의 선호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준다. 결혼한 남성과 여성은 독신,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들 보다 더 비평등한 의견을 갖고 있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Biecolt and Acock, 1988). 결혼을 하지 않은 사

람들은 좀 더 개인적이고 가족 내에서 다양한 분업의 책임에 대해 덜 반

응한다. 따라서 그들은 유급과 무급 노동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을 강조하는 태도에 더 집착할 수 있다(Mason and Lu, 1988). 미취학 

아동은 주부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Klossfeld and Hakim, 2007; Van Gils and Kraaykamp, 2008). 

따라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집의 부모는 아동이 없는 가정보다 더 평등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종교적 차이이다. 

종교는 취업 주부와 가족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견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종교 기관들은 여성이 유급으로 노동하는 것에 대

해 비판적이며, 적어도 이것은 가족의 삶에는 해롭다고 생각한다 

(Bolzendahl and Myers, 2004; Hertel and Hughes, 1987). 종교적 

삶을 영위하는 것(교회에 가는 등)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종교에 결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평등한 가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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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중 교육 수준은 가족 역

할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학교 교육은 사람의 가

치 기준을 만들며, 사회정치적 이해를 증가시키고 일반적 지식을 확장시

킨다(Hyamn and Wright, 1979; Kalmijn and Kraaykamp, 2007; 

Pascarella and Terenzini, 1991).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평

등한 가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 연구들은 이를 

입증한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Kroska and Elman, 2009; 

Rindfuss et al., 1996). 

  3. 가치관 변화의 과정: 일본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교육 수준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비스 직업 증가, 제

조업의 개도국으로의 이동, 직업 안정성의 약화, 임금 저하, 각종 혜택의 

감소 등도 동시에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성인층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압박을 주었고, 가족 내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가족 행동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혼전 성관계, 동거의 증

가, 혼외 임신, 이혼율 증가 등이다.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제도적 변화와 가족 행동에서의 변화는 가족 형성과 성평등 태도에도 변

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행동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사

회 관계망과 언론 등과 함께 개인들이 가족 행동의 변화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Rindfuss et al., 2004). 

이러한 제도와 가족 변화에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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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들이 사회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태도에 관련된 거시적 미시적 관점을 이해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사회 인구학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고전적인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 교육, 나이, 성, 종교, 소득이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태도가 영

향을 끼치는 필터로서 작용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 자체가 태

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비전통

적 가족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구조의 또 다른 의미는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데, 이것

은 개인 간, 가구 간, 혹은 다른 사회적 단위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

다. 이 상호작용은 친족 간 연결, 직장, 우정 등과 같은 관계에 의해 만들

어진다. 오늘날 다양한 통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는 지역

적이며, 따라서 도시/마을, 주/지방, 그리고 국가에 국한된다. 최근 사회

적 관계망 이론은 사회 인구학적 연구 영역에 포함된다. 

다른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일본에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규범, 가치, 역할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에 

있어 더 높은 교육 수준과 견습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 연

령(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늦추었으며 부모가 되는 일을 더 어렵게 만

든다. 사회에는 늘 비전통적인 가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된다. 다른 제도에서 변

화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개인들은 비전통적 가족 행동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비전통적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어

떻게 동거가 가능한가?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

은가? 엄마는 일과 양육 사이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판단이 덜 부정적이거나 혹은 심지어 긍정적일 경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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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태도의 변화는 가치 풍조를 변화

시킴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피드백을 만

들어낼 수 있다. 행동의 변화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시적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이는 

가족 제도 전반에서 거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저출산 함정(low-fertility trap) 가설을 주장한 

Lutz, Wolfgang, Skirbekk 그리고 Testa(2006) 연구와 일치한다. 그들

은 저출산이 길어지면(TFR below 1.5) 어떤 세대는 부모가 되지 않은 성

인, 혹은 오직 한 명의 자녀만 있는 성인들을 보고 자란 세대가 나타난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저출산을 선호하게 

된다. 

  4. 가치관 변화의 과정: 중국

중국에서도 각 시대별로 여러 부문에서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 관점으

로 변화하기 시작했다(Shu, 2004). 1950년대 시작한 여성의 결혼에 대

한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인정이 1990년대에 거의 완성되었으나(Shu, 

2004), 남아 선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성비로 볼 때 1980

년대 이후 강화되었다(Coale and Banister, 1994; Guilmoto, 2009; 

Gupta et al., 2003). 여성의 취업 기회의 평등에 대한 태도와 성적 자유

에 대한 진보적 관점은 이후에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Shu, 2004). 

이러한 거대한 중국의 변화는 코호트와 역사적 변화를 통해 이뤄졌다. 

역사적인 기간, 출생 코호트, 그리고 사회적 문맥은 폭넓은 사회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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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들이며 이를 통해 개인들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Davis and 

Greenstein, 2009). 여성의 지위와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

운 생각은 사회학습을 통해 유포되며, 개인들의 사회연결망에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그들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치우친 정보를 받아들

이고, 비슷한 믿음을 가진 데 대한 보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

맥은 출생 코호트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 중요하게 달라진다. 

성역할에 대한 기간 효과는 대부분 역사적 사건이나 전체 인구에 동시

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에 근거한다(Brewster and Padavic, 2000; 

Mason and Lu, 1988). 같은 역사적 사건에 노출되거나 혹은 사회적 변

화를 겪은 사람들은 가치 방향성에 있어서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 또 다

른 역사적 원동력은 코호트 대체라는 인구학적 과정이다. 각 출생 코호트

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건을 인격 형성기에 맞게 되고, 그들의 

고유한 사회화 경험 때문에 태도, 믿음, 가치 등에서 달라진다. 태도 변화

는 인구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번 만들어진 태도는 개인들이 사

회 제도에 통합되면서 더욱 확고해지며, 새로운 코호트는 사회 변화를 따

라가게 된다. 

전통적인 중국의 가족이나 사회적 삶에서 여성은 남성에 열등하다고 

여겨졌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가족이란 여성을 부부의 일부, 가부장적이

며, 가부장적인 친족 네트워크 속에 있는 가정의 영역에 제한시킴으로써 

남성 위주의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잠재적 사회 제도이다(Stacey, 

1983). 삶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은 그들의 남성 친인척에게 기대어 살기

를 기대한다. 딸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부인들은 남편에 순종하며, 

미망인은 성인이 된 아들에 순종한다. 이와 같은 종속관계는 여성들로부

터 집 밖에서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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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가부장적 가족 시스템은 1950년대 빠른 산업화에 따라 급

격히 약화되었다. 국가는 법령, 공공정책,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여성의 지

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했으며, 새로운 사회규범을 만들었다

(Honig and Hershatter, 1988). 중국에서 성역할 평등론으로의 변화는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더 큰 범위로 일어났다.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출생 코호트는 인격 형성기에 한 경험의 차이 

때문에 다른 성역할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10세를 기

준으로 시대별 코호트를 총 7개로 분류할 수 있다. 구시대(Old China, 

1939년 이전 출생), 새시대(New China, 1939~1946년 출생), 잃어버

린 시대(Lost generation, 1947~1955년 출생), 초기 문화혁명시대

(Early Cultural Revolution, 1956~1961년 출생), 후기 문화혁명시대

(Late Cultural Revolution, 1962~1966년 출생), 경제개혁시대

(Economic Reform, 1967~1976년 출생), 개방시대(Opening up, 

1977~1983년 출생)이다. 

구시대의 어린이들은 20세기에 들어서 사회의 변화를 경험했다.  가부

장적인 전통은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서 지속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

대동안에는 위 7개 코호트 중 세 코호트가 속한다. 새 시대의 어린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목격했으며,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 결혼에서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진입하

는 것을 보았다. 반면 잃어버린 세대와 문화혁명 시기의 어린이들은 자연 

재해와 정치적 갈등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랐다. 두 코호트는 개혁과 개방

정책 속에 자랐으며, 그들의 인격 형성기에 경제적 호황의 혜택과 세계화

에 따른 물질적 문화적 영향을 경험하며 자랐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첫 세대로, 개방 시대의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들 딸에 대한 

차별 없이 자랐으며, 동등한 부모의 기대와 도시에서 자랄 경우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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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성인이 되어 좀 더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연령과 출생 코호트에 관계없이 전 인구에게 

영향을 끼쳤다. 1955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은 빠른 경제적 성장을 경

험했으며, 세계화가 진전되었고, 고등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수입에서 성

별 차이가 없어졌고, 민간 기업에 의한 고용과 해고에 더 많은 통제가 이

루어졌으며, 국가적 통제가 약화된 반면, 가구별 소득이 증가하고, 중요

한 인구학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사회적 문맥을 

만들어 내었으며, 성역할에 대한 평등한 관점에 도움이 된 동시에 부정적

인 영향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이 강화되고, 삶의 조건이 높아지며, 세계시

장 편입이 가속화 되었다. GDP는 50% 이상 증가하고, 1인당 연간소득 

역시 증가하였으며, FDI는 20% 증가하였다. 대중문화는 여성에 대한 평

등적 관점을 포함한 서양적 가치와 문화에 대중들을 노출시켰다

(Bullough and Ruan, 1994; Farrer, 2002). 고등교육 개혁은 

1995~2002년 동안 입학률을 두 배 증가시켰다. 출산율은 2008년에 

1.8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와 세계 평균 보다 훨씬 낮고, 핵가족이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임금 성별 차이는 15%에서 2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Cohen and Wang, 2009). 시장의 변화는 직업과 산업에 따

라 임금 격차를 심화 시켰고 여성들은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Shu, 2005). 외국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증가는 여성을 저임금의 공장

으로, 남성을 고임금의 다국가 기업으로 배치하였다(Shu et al., 2007). 

시장의 흐름을 따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인 성적 평등의 이데

올로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와 같이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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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대한 사회학 연구에서 교육은 가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며, 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교육은 양

성 평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Mason 

et al., 1976, Spitze and Huber, 1980). 개인의 교육은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에도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Shu, 2004). 중국

에서 교육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효과는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세 가지 이유에서 강화되었다. 우선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인들

은 세계화를 통해서 서구적 성역할 태도에 노출되었다(Shu, 2004). 둘

째,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시장개혁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Xie and Hannum, 1996), 여성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역할 태도에 좀 더 진보적이 되도록 했을 것이다(Shu, 

2004). 세 번째 현대화 논쟁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전문직과 

관리직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성

역할 태도에서 이해와 노출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성역할 차이가 확대되었다(Bolzendahl and My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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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료 및 변수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일과 가족생활 양

립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

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여성가족패널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19~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

으로 2007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2차 조사는 2008년, 3차 조사는 

2010년, 4차 조사는 2012년, 그리고 2015년 현재 5차 조사까지 이루어

졌다. 5차 조사에는 8,987명이 참여하여 72.6%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내

고 있다(주재선 등, 2015).

이 연구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

족 부양 가치관 문항은 3차 연도(2010년)부터 추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위해 3차 연도(2010년)부터 5차 연도(2015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3,128명이 포함되었다.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결

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을 측정하였다. 먼저, 결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 <<3



44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혼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필요성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를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필요성은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였다.

가족 역할 가치관은 가족 내 부부 성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

어보았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부부라도 수

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

다’ 등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 부양 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부모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

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성

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등 총 3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으로 측정되었다.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자녀 수, 일자리 유무, 

결혼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남편 연령과 고용상태, 그리고  총가구소득

을 포함시켰다. 연령 변수는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세, 

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학력은 고

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으로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으로 구성되었다. 자녀 수는 0명을 기준으로 1명, 2명 이상을 포함시

켰다. 일자리 유무는 일자리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가변수를 사

용하였고, 결혼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행하다’ 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 5

점으로 측정하였다.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 1점에서 ‘조금 나쁜 편이다’ 

4점 척도이다. 남편의 연령은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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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남편의 고

용상태는 무직을 기준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

매 종사자, 기능원/단순 노무자, 농림어업 및 숙련 종사자로 구성되었다. 

총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차 시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3차에서 

5차까지 4년간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학력, 일

자리 유무, 결혼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남편 연령 및 고용상태, 그리고 

총가구소득 등을 측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

음으로 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을 각각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

성들의 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 유무 및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살펴보았다.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연령은 40세 이상이 50.0%로 가장 높다. 여성가족패널 조사의 경

우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

어졌다. 최근 높아지는 미혼율로 전체 기혼 여성에서 20대나 30대 등 젊

은 여성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40대 여성의 높은 비율은 이러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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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현재 전국의 여성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 별로 살펴보았을 때, 40

대 여성인구가 16.3%로 가장 높다(통계청, 2016).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4.4%로 가장 많고,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

가 53.7%이다. 기혼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6.2%로 높고, 34%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5.9%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64.6%).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령은 40세 이상(65.9%)

이 높고,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29.1%)와 관리직(18.8%) 비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구 총소득은 평균 3,500만 원이다.

〈표 3-1〉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128)

구분 N % 구분 N %

연령 건강상태

  ~29세 114 3.6   매우 좋다 368 11.8

  30~34세 509 16.3   대체로 좋은 편이다 2,021 64.6

  35~39세 940 30.1   보통이다 612 19.6

  40세 이상 1,565 50.0   조금 나쁜 편이다 127 4.1

학력 남편 연령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01 54.4   ~29세 36 1.2

  2년제 대학교 졸업 567 18.1   30~34세 294 9.4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860 27.5   35~39세 737 23.6

일자리 유무   40세 이상 2,061 65.9

  없다 1,680 53.7 남편 고용상태

  있다 1,448 46.3   무직 506 16.2

결혼 만족도   관리자 및 전문가 588 18.8

  매우 불행하다 183 5.9   사무 종사자 548 17.5

  대체로 불행하다 745 2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33 13.9

  보통이다 1,129 36.2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909 29.1

  행복한 편이다 857 27.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3 4.6

  매우 행복하다 203 6.5  총가구소득(log) 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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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출산 및 가치관 변화

  1. 출산 및 임신 변화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지난 4년간 출산 및 임신 변화와 결혼, 가족 

역할 및 가족 부양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3-1〕과 〔그림 3-2〕

는 4년간 기혼 여성들이 출산한 자녀 수와 임신 횟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이 3차에서 5차까지 4년간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가 93.4%로 가장 많았다. 1명 출산한 경우는 3.7%이며, 2명의 경우 

1.8%, 그리고 3명인 경우는 1.1%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임신 횟수를 

살펴보면,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4%로 가장 높고, 1번인 경우가 

5.4%, 2번 1.1%, 3번이 0.1%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는 

평균 2.27회이며, 2회가 41.2%로 가장 많고 0회가 4.4%로 나타났다(이

삼식 등, 2015).

기혼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 자녀 수 변화를 살펴볼 때, 지난 4년간 많

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통계청, 2015) 매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동에서 주목할 것은 미

혼 남녀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0년 

전에 비해 여성의 경우 2.3세, 남성의 경우 1.9세 상승하여, 2014년 현재 

여성은 29.8세, 남성은 32.4세로 높아졌다(통계청, 2015). 이러한 만혼

화는 우리 사회 미혼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 출산 연령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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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20~30대 미혼율이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통계개발원, 2015). 미혼 남녀들의 혼인 연령 

상승으로 인한 미혼율 증가는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김영철, 2011; 

이삼식 등, 2010; 이상림, 2013; Jones, 2007). 

〔그림 3-1〕 기혼 여성의 4년간 출산 자녀 수

(단위: %)

〔그림 3-2〕 기혼 여성의 4년간 임신 횟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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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

다음으로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그리고 가족 부양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결혼 가치

관을 살펴보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49세 이하 기혼 여

성은 ‘조금 그렇다’ 36.2%, ‘매우 그렇다’ 4.6%로 40.8%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의 자녀 필요

성을 보면, 81.8%가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림 3-3〕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단위: %)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3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인 남녀 성역

할과 달리 기혼 여성의 80% 이상은 남녀 모두 집안일은 공평하게 분담해

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

해야 한다’는 문항에 ‘조금 그렇다’ 59.2%, ‘매우 그렇다’ 27.2%로 가사

노동 분담에 있어 남녀 모두 평등한 역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나타냈

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 여전히 남녀 불평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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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일 여성

의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41분인 반면, 남성의 경우 39분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급노동시간은 감소되는 것을 볼 때, 시간 사용에 따

른 젠더 불평등이 두드러진다(김진욱, 고은주, 2014). 다음으로, ‘부부라

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적 가치관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

지 않다’ 16.4%, ‘별로 그렇지 않다’ 49.4%로 가족 내 수입 관리에 있어 

남녀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같

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에 있어 70% 이상이 부부가 

함께 공동 명의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성들의 

교육 수준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경제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기혼 여성의 가족역할 가치관

(단위: %)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 가치관은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

적 지원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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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의 경우 ‘조금 그렇다’가 59.0%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를 보면, 65%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30.8%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

다.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의 경우 

‘조금 그렇다’가 69.2%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제적 지

원을 비롯한 정서적 및 도구적 지원의 가족 부양은 최근 성인 자녀들의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성

인 자녀들에게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이는 부모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의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 비율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성인 자

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Lee, 2016).

〔그림 3-5〕 기혼 여성의 가족 부양 가치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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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임신 여부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

기혼 여성의(49세 이하) 4년간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를 일자리 유

무와 자녀 수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가

족 역할, 가족 부양 가치관이 기혼 여성들의 출산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표 3-2>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기혼 여성들의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자녀 

수, 연령, 학력, 남편 연령 및 총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 자녀 수

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이 출산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많을수록 이후 4년간 임신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대체로 가구수입은 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하기 때문에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수

입이 높다는 뜻이 비례하여 연령도 올라간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가구수

입과 임신 여부의 관계에는 연령효과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출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

다. 실제로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0명에서 1명 출산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5). 그러나 선행연구들

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기회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

기하거나 연기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김정석, 2007; 김현숙, 2007, 이삼

식, 2006; Barber, 2011). 그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출산 자

녀 수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5). 따라서 소득과 학

력에 있어 기혼 여성의 출산 관계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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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74 * 0.34 

  2명 이상 -1.68 *** 0.32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9 * 0.28 

  35~39세 -1.64 *** 0.34 

  40세 이상 -3.95 *** 0.64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6 0.2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50 * 0.22 

일자리 유무 0.14 0.18 

결혼생활 만족도 0.12 0.09 

건강상태 -0.21 0.14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05 0.44 

  35~39세 -0.78 0.47 

  40세 이상 -1.55 **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1 0.30 

  사무 종사자 0.00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3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7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68 

총가구소득(log) -0.22 * 0.09 

Constant 2.71 

-2 Log Likelihood -478.98517 

N 3,083

* p<.05, ** p<.01, *** p<.001

<표 3-3>은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임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일자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일

자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임신 여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자녀 수와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자

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도 보인다. 일자리가 있는 기혼 여성과 

달리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들은 건강상태가 나쁘고, 남편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학력은 직업 여부에 따라 기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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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자인 경우보다 미취업자인 경우가 출산할 가능성

이 높은 것을 살펴볼 때(신인철, 2009),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학

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기혼 여성들에게는 건강이나 소득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임신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러한 결과

는 취업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는 일을 별로 중시하지 않거나 또는 포

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취업한 기혼 여

성은 아무래도 아이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3-3〉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업 여부

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85 0.47 -0.48 0.51 

  2명 이상 -1.60 *** 0.44 -1.80 *** 0.50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0 0.36 -1.10 * 0.48 

  35~39세 -1.33 ** 0.44 -2.43 *** 0.57 

  40세 이상 -3.74 *** 0.87 -4.48 *** 0.96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2 0.28 -0.31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5 * 0.28 -0.07 0.39 

결혼생활 만족도 0.06 0.11 0.23 0.16 

건강상태 -0.40 * 0.18 0.08 0.23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12 0.54 0.28 0.79 

  35~39세 -1.04 0.58 -0.10 0.84 

  40세 이상 -1.65 * 0.67 -1.13 0.9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4 0.38 0.30 0.54 

  사무 종사자 -0.31 0.36 0.35 0.5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5 0.41 0.06 0.53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29 0.32 -0.45 0.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85 -0.41 1.15 

총가구소득(log) -0.23 * 0.10 -0.19 0.21 

Constant 3.27 1.88 

-2Log Likelihood -295.79 -173.26

N 1,655 1,42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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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를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자녀가 0명, 1명, 

2명 이상인 각 기혼 여성들의 집단에 따라 임신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먼저,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자녀 수가 1명과 2명 이상인 경우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임신할 확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한편,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은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출산으로 이어질 때 결혼

만족도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높은 결

혼 만족도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기혼 

여성들의 후속 출산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임현주 등, 2011).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자녀를 1명 갖고 있는 부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매우 큰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1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찾아

내서 그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 수 있다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기혼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 남성들을 이러한 일

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남편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

산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더욱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 여성(49세 이하)들의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은 이들의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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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녀 수

자녀 없음 1명 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0.57 1.29 -0.90 0.50 -0.42 0.38 

  35~39세 0.47 1.64 -2.27 *** 0.64 -1.45 *** 0.45 

  40세 이상 -0.99 2.34 -4.31 *** 1.01 -4.61 *** 1.13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05 1.12 -0.08 0.44 0.2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94 1.18 0.46 0.45 0.72 ** 0.29 

일자리 유무 -0.33 0.74 0.53 0.35 -0.05 0.24 

결혼생활 만족도 0.49 0.43 0.34 * 0.17 0.00 0.12 

건강상태 -1.80 * 0.91 -0.35 0.26 -0.09 0.18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1.23 1.55 -0.83 0.88 -0.21 0.57 

  35~39세 -0.89 1.77 -1.45 0.95 -1.00 0.60 

  40세 이상 -3.12 2.18 -1.55 1.05 -1.90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03 1.20 -1.12 0.62 0.50 0.40 

  사무 종사자 0.67 1.05 -0.66 0.51 0.36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76 1.30 -0.78 0.60 0.41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80 1.21 0.58 0.49 0.08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4 2.23 0.31 1.29 -0.68 1.09 

총가구소득(log) -0.12 0.32 -0.14 0.36 -0.29 ** 0.10 

Constant 4.71 1.84 1.38 

-2Log Likelihood -31.22 -126.18 -296.56 

N 86 441 2,556

* p<.05, ** p<.01, *** p<.001

  2.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임신 여부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결혼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는 <표 3-5>에 제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모델 2에서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 57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자녀 수, 

연령, 학력, 남편 연령,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들은 출산 자녀 

수가 많고, 본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

록 임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은 임신 여부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 가치관을 투입하였다. 그 결

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긍정적 가치관이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

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

관을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은 모델 1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

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또한 기혼 여성(49세)의 출산 가능성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은 기혼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서정연, 김한곤, 2015)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면 할수록 차후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

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 theory)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떤 대

상에 대해 선호가 높으면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가치 지향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대상이다. 재미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뿐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역시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

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4년간 임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확고한 여성들은 아마도 전통적인 여성들의 삶 

–적절한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들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아무래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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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Model 1 Model 2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73 * 0.34 -0.84 * 0.34 

  2명 이상 -1.68 *** 0.32 -1.79 *** 0.33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4 * 0.28 -0.70 * 0.28 

  35~39세 -1.57 *** 0.34 -1.64 *** 0.34 

  40세 이상 -3.93 *** 0.64 -3.95 *** 0.64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5 0.23 0.06 0.2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7 * 0.22 0.49 * 0.22 

일자리 유무 0.16 0.18 0.13 0.18 

결혼 만족도 0.08 0.09 0.10 0.09 

건강상태 -0.21 0.14 -0.21 0.14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09 0.44 -0.06 0.44 

  35~39세 -0.85 ** 0.47 -0.80 0.47 

  40세 이상 -1.62 0.54 -1.57 **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4 0.30 -0.14 0.30 

  사무 종사자 -0.03 0.28 -0.02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4 0.31 -0.16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7 0.27 0.07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5 0.67 -0.42 0.67 

총가구소득(log) -0.22 * 0.09 -0.22 * 0.09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31 ** 0.12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0.24 * 0.12 

Constant 2.01 2.13 

-2Log Likelihood -475.44 -477.03 

N 3,083 3,083

* p<.05, ** p<.01, *** p<.001

<표 3-6>은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

자리 유무에 따라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결혼 

가치관과 기혼 여성의 임신 유무는 일자리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자녀 수와 연령은 두 집단 모두 공통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

수록 기혼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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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남편의 연령은 일자리가 있는 기혼 여성의 임신 유무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

야 한다’는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자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출산 

가능성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

정적 가치관은 전업주부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 수(기준집단: 없음)

  1명 -0.84 0.47 -0.97 * 0.48 -0.44 0.52 -0.56 0.52 

  2명 이상 -1.61 *** 0.44 -1.73 *** 0.45 -1.73 *** 0.50 -1.88 *** 0.51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1 0.36 -0.59 0.36 -1.19 * 0.49 -1.15 * 0.49 

  35~39세 -1.23 ** 0.44 -1.30 *** 0.44 -2.45 *** 0.57 -2.47 *** 0.57 

  40세 이상 -3.67 *** 0.87 -3.71 *** 0.87 -4.59 *** 0.96 -4.54 *** 0.97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5 0.28 0.23 0.28 -0.41 0.41 -0.35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3 ** 0.28 0.76 ** 0.28 -0.12 0.40 -0.10 0.39 

결혼생활 만족도 0.03 0.12 0.03 0.12 0.18 0.16 0.21 0.16 

건강상태 -0.39 * 0.18 -0.39 * 0.18 0.05 0.23 0.07 0.23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17 0.54 -0.13 0.54 0.31 0.81 0.29 0.81 

  35~39세 -1.12 0.58 -1.08 0.58 -0.14 0.85 -0.08 0.85 

  40세 이상 -1.71 ** 0.67 -1.69 ** 0.67 -1.17 0.96 -1.10 0.95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7 0.38 -0.39 0.38 0.30 0.55 0.30 0.55 

  사무 종사자 -0.34 0.37 -0.33 0.37 0.38 0.51 0.33 0.5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8 0.41 -0.29 0.41 0.09 0.54 0.02 0.54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30 0.32 0.30 0.32 -0.43 0.54 -0.45 0.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5 0.85 -0.39 0.85 -0.36 1.14 -0.49 1.15 

총가구소득(log) -0.23 * 0.11 -0.23 * 0.10 -0.21 0.20 -0.20 0.20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29 * 0.15 0.36 0.20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0.26 0.15 0.24 0.21 

Constant 2.54 2.60 1.28 1.39 

-2Log Likelihood -293.82 -294.31 -171.61 -172.59 

N 1,655 1,655 1,428 1,428

* p<.05, ** p<.01, *** p<.001



60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전업주부들은 취업 여성들에 비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삶

의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결혼의 절대성을 믿는 여성들

은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은 거꾸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갖게 하는지가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혼 여성들의 과반수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표 3-7>과 <표 3-8>은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이 출산 여부

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

다. 먼저, 자녀가 0명, 1명, 2명 이상인 집단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기혼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

낸다. 자녀 수가 많은 기혼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가능성

은 낮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높

아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 

변인만 출산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 수에 따라 각 집단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필요

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 수가 많은 기혼 여성들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

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자녀는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러한 점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이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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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꼭 아이를 많이 갖게 되

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많은 여성들이 믿은 남아선호사상과 비슷하

다.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딸만 있을 시 아들을 갖기 위해 다

시 임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첫째가 아들이라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도 된다. 다시 말해 아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꼭 

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표 3-7〉 결혼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1명 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7 1.29 -0.85 0.50 -0.36 0.38 

 35~39세 0.47 1.67 -2.11 *** 0.64 -1.41 *** 0.45 

 40세 이상 -0.99 2.37 -4.30 *** 1.01 -4.60 *** 1.13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05 1.13 -0.11 0.44 0.2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93 1.22 0.46 0.45 0.67 * 0.29 

일자리 유무 -0.33 0.74 0.52 0.35 -0.02 0.24 

결혼생활 만족도 0.49 0.43 0.31 0.18 -0.04 0.12 

건강상태 -1.80 * 0.93 -0.35 0.27 -0.10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23 1.58 -0.84 0.88 -0.24 0.57 

 35~39세 -0.90 1.81 -1.59 0.95 -1.03 0.61 

 40세 이상 -3.13 2.24 -1.64 1.05 -1.92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03 1.20 -1.13 0.62 0.47 0.41 

 사무 종사자 0.67 1.07 -0.68 0.52 0.34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76 1.30 -0.76 0.60 0.39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80 1.24 0.64 0.49 0.06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3 2.27 0.34 1.32 -0.71 1.09 

총가구소득(log) -0.11 0.34 -0.14 0.35 -0.28 * 0.10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01 0.43 0.38 0.22 0.31 * 0.15 

Constant 4.68 0.95 0.67 

-2Log Likelihood -31.22 -124.72 -294.54 

N 86 441 2,55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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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1명 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69 1.32 -0.90 0.50 -0.42 0.38 

 35~39세 0.73 1.66 -2.26 *** 0.64 -1.46 *** 0.46 

 40세 이상 -1.20 2.55 -4.32 *** 1.01 -4.60 *** 1.13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1.73 1.16 -0.07 0.44 0.18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57 1.24 0.45 0.45 0.69 * 0.29 

일자리 유무 -0.29 0.80 0.53 0.35 -0.06 0.24 

결혼생활 만족도 0.63 0.47 0.33 0.18 -0.02 0.12 

건강상태 -2.02 * 0.92 -0.34 0.27 -0.09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49 1.63 -0.82 0.88 -0.27 0.58 

 35~39세 -0.67 1.81 -1.46 0.95 -1.05 0.61 

 40세 이상 -3.31 2.26 -1.54 1.05 -1.96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6 1.37 -1.14 0.62 0.49 0.40 

 사무 종사자 0.03 1.17 -0.67 0.51 0.37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22 1.40 -0.80 0.61 0.39 0.42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76 1.33 0.59 0.49 0.08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8 2.13 0.32 1.28 -0.71 1.09 

총가구소득(log) -0.05 0.32 -0.13 0.36 -0.28 ** 0.10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17 * 0.55 0.08 0.25 0.26 0.16 

Constant 0.72 1.50 0.66 

-2Log Likelihood -28.45 -126.13 -295.12 

N 86 441 2,55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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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

여기서는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역할 가

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 역할 가치관을 측정

하는 문항은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

다’ 등 총 3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표 3-9>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모델 1에서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맞벌이 부부는 집안

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가족 역할 가치관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 수가 많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달리 학력은 기혼 

여성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집안

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성역할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이 사는 주택

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적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부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

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을수록 이후 4년 동안 임신을 할 가능성이 줄어

든다. 아마도 각자 관리하는 돈은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생활과 함께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영역을 더 원하는 의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혼자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다양한 영역을 

배우고 익히고 싶어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 

영역 또는 생활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이후 아이를 출산해서 개인적인 부

분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위 결과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

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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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 자녀 없음)

 1명 -0.74 * 0.34 -0.73 * 0.34 -0.73 * 0.34 

 2명 -1.68 *** 0.32 -1.68 *** 0.32 -1.68 *** 0.32 

연령(기준: ~29세)

 30~34세 -0.68 * 0.28 -0.69 ** 0.28 -0.71 ** 0.28 

 35~39세 -1.63 *** 0.34 -1.62 *** 0.34 -1.64 *** 0.34 

 40세 이상 -3.93 *** 0.64 -3.91 *** 0.64 -3.97 *** 0.64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5 0.23 0.06 0.23 0.04 0.2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8 * 0.22 0.48 * 0.22 0.51 * 0.22 

일자리 유무 0.13 0.18 0.15 0.18 0.14 0.18 

결혼생활 만족도 0.11 0.09 0.14 0.09 0.12 0.09 

건강상태 -0.20 0.14 -0.22 0.14 -0.18 0.14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07 0.44 -0.01 0.44 -0.08 0.44 

 35~39세 -0.81 0.47 -0.76 0.47 -0.82 0.47 

 40세 이상 -1.57 ** 0.54 -1.57 *** 0.54 -1.58 ***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2 0.30 -0.11 0.30 -0.08 0.30 

 사무 종사자 -0.01 0.28 0.00 0.28 0.02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6 0.32 -0.12 0.31 -0.11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6 0.27 0.07 0.27 0.11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5 0.67 -0.32 0.67 -0.31 0.68 

총가구소득(log) -0.22 * 0.09 -0.22 * 0.09 -0.23 ** 0.09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14 0.14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24 * 0.11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21 0.12 

Constant 2.96 3.32 3.16 

-2Log Likelihood -478.49 -476.71 -477.39 

N 3,083 3,083 3,08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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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은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역할 가치관이 임

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자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이다. 먼저 모델 1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자 일

자리가 있는 기혼 여성과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은 경우 두 집단 모두 임신할 가

능성은 낮다. 그러나 학력, 건강상태, 남편 연령, 총가구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의 임신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분석에서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가족 역할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자 두 집단 모두 사회인구학

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성역할 가치관은 일자

리가 있는 기혼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기혼 여성들의 경우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상황에서, 

기혼 여성들은 직장과 가족 내 남녀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

해 일-가족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의 역할 갈등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이진숙, 최원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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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전업주부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 자녀 없음)

 1명 -0.85 0.47 -0.85 0.47 -0.82 0.47 

 2명 -1.60 *** 0.44 -1.62 *** 0.44 -1.59 *** 0.44 

연령(기준: ~29세)

 30~34세 -0.60 0.36 -0.59 0.36 -0.63 0.36 

 35~39세 -1.34 *** 0.44 -1.31 *** 0.44 -1.35 *** 0.44 

 40세 이상 -3.74 *** 0.87 -3.71 *** 0.87 -3.77 *** 0.87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3 0.29 0.22 0.28 0.20 0.2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6 ** 0.28 0.75 ** 0.28 0.76 ** 0.28 

결혼생활 만족도 0.06 0.11 0.07 0.11 0.06 0.11 

건강상태 -0.41 * 0.18 -0.41 * 0.18 -0.39 *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11 0.54 -0.09 0.54 -0.13 0.54 

 35~39세 -1.03 0.58 -1.03 0.58 -1.06 0.58 

 40세 이상 -1.64 ** 0.67 -1.65 ** 0.67 -1.65 ** 0.67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3 0.38 -0.35 0.38 -0.34 0.38 

 사무 종사자 -0.30 0.37 -0.29 0.36 -0.32 0.36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3 0.41 -0.21 0.41 -0.25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30 0.33 0.30 0.32 0.33 0.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8 0.86 -0.30 0.85 -0.32 0.86 

총가구소득(log) -0.23 0.10 -0.23 * 0.10 -0.24 * 0.10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06 0.18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17 0.14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18 0.15 

Constant 3.18 3.70 3.65 

-2Log Likelihood -295.72 -295.10 -295.11 

N 1,655 1,655 1,65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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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주부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 자녀 없음)

 1명 -0.52 0.52 -0.47 0.52 -0.49 0.51 

 2명 -1.82 *** 0.50 -1.73 *** 0.50 -1.79 *** 0.50 

연령(기준: ~29세)

 30~34세 -1.04 * 0.48 -1.12 * 0.49 -1.10 * 0.48 

 35~39세 -2.41 *** 0.57 -2.40 *** 0.58 -2.40 *** 0.58 

 40세 이상 -4.45 *** 0.97 -4.45 *** 0.96 -4.50 *** 0.97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17 0.40 -0.31 0.40 -0.28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8 0.40 -0.13 0.39 -0.05 0.39 

결혼생활 만족도 0.20 0.16 0.27 0.17 0.22 0.16 

건강상태 0.15 0.24 0.08 0.24 0.17 0.24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18 0.80 0.30 0.80 0.22 0.80 

 35~39세 -0.19 0.85 -0.09 0.85 -0.21 0.85 

 40세 이상 -1.13 0.95 -1.21 0.95 -1.20 0.95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6 0.55 0.32 0.54 0.42 0.56 

 사무 종사자 0.39 0.50 0.31 0.50 0.47 0.5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01 0.54 -0.03 0.54 0.15 0.55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47 0.54 -0.49 0.53 -0.38 0.5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9 1.14 -0.49 1.15 -0.34 1.15 

총가구소득(log) -0.24 0.23 -0.21 0.21 -0.21 0.22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52 * 0.26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38 0.20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33 0.20 

Constant 3.15 2.94 2.56 

-2Log Likelihood -171.06 -171.44 -171.80 

N 1,428 1,428 1,42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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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은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역할 가치관이 자

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인구학

적 변인을 투입하자 자녀 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1명, 2명 이상인 집단의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

아진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추가 출

산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3집단 모두 가족 역할 가치관을 투입하자 자녀가 1명인 집단

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는 경제적 가치관은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의 출산 여부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들

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만약 이 여성

들에게 각자 관리하는 수입이 개인적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면 이렇게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1명인 여성들 중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

성들은 상대적으로 둘째 아이를 나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정

책은 이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고도 개인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

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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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1.10 1.36 -0.14 1.37 -0.44 1.33 

 35~39세 -0.32 1.71 0.55 1.68 0.74 1.72 

 40세 이상 -2.20 2.53 -1.46 2.44 -0.67 2.40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22 1.16 -1.83 1.16 -1.94 1.1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18 1.22 -2.44 1.28 -1.70 1.21 

일자리 유무 -0.11 0.76 -0.30 0.74 -0.38 0.76 

결혼생활 만족도 0.41 0.44 0.67 0.47 0.54 0.44 

건강상태 -1.88 * 0.93 -2.33 * 1.10 -1.56 0.94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84 1.64 1.02 1.61 1.40 1.59 

 35~39세 -0.37 1.84 -1.42 1.83 -0.81 1.82 

 40세 이상 -2.47 2.15 -2.98 2.20 -2.95 2.24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2 1.25 -0.32 1.24 -0.18 1.24 

 사무 종사자 0.08 1.11 0.21 1.12 0.81 1.1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40 1.42 -2.59 1.56 -1.74 1.38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96 1.27 -3.11 1.52 -1.63 1.2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3 2.21 -1.84 2.42 -1.52 2.38 

총가구소득(log) -0.12 0.33 -0.26 0.35 -0.17 0.33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1.36 0.83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1.07 0.64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83 0.58 

Constant 7.88 9.84 5.73 

-2Log Likelihood -29.76 -29.61 -30.12 

N 86 86 8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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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90 0.50 -0.95 0.50 -0.86 0.50 

 35~39세 -2.27 *** 0.64 -2.21 *** 0.64 -2.21 *** 0.64 

 40세 이상 -4.32 *** 1.02 -4.25 *** 1.01 -4.45 *** 1.02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8 0.44 -0.09 0.44 -0.16 0.4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5 0.45 0.47 0.45 0.44 0.45 

일자리 유무 0.53 0.35 0.51 0.35 0.51 0.35 

결혼생활 만족도 0.34 * 0.17 0.40 * 0.18 0.35 * 0.18 

건강상태 -0.34 0.27 -0.37 0.27 -0.29 0.27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83 0.88 -0.71 0.92 -1.17 0.93 

 35~39세 -1.45 0.95 -1.42 0.99 -1.86 1.01 

 40세 이상 -1.54 1.05 -1.65 1.09 -1.78 1.09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1.12 0.62 -1.05 0.61 -1.14 0.63 

 사무 종사자 -0.66 0.51 -0.64 0.51 -0.66 0.5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79 0.61 -0.78 0.62 -0.81 0.62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58 0.49 0.66 0.49 0.67 0.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2 1.28 0.12 1.26 0.26 1.23 

총가구소득(log) -0.14 0.36 -0.12 0.36 -0.17 0.37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03 0.26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54 * 0.22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Constant 1.89 2.95 3.17 

-2Log Likelihood -126.18 -123.09 -124.23 

N 441 441 44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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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39 0.38 -0.42 0.38 -0.43 0.38 

 35~39세 -1.42 *** 0.46 -1.45 *** 0.45 -1.47 *** 0.45 

 40세 이상 -4.57 *** 1.13 -4.61 *** 1.13 -4.62 *** 1.13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0 0.29 0.20 0.29 0.2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2 ** 0.29 0.72 ** 0.29 0.73 ** 0.29 

일자리 유무 -0.05 0.24 -0.05 0.24 -0.04 0.24 

결혼생활 만족도 -0.01 0.12 0.00 0.12 0.00 0.12 

건강상태 -0.08 0.18 -0.09 0.18 -0.08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25 0.57 -0.21 0.57 -0.21 0.57 

 35~39세 -1.04 0.61 -0.99 0.61 -0.99 0.61 

 40세 이상 -1.94 ** 0.70 -1.90 ** 0.70 -1.90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0 0.41 0.50 0.40 0.51 0.41 

 사무 종사자 0.35 0.39 0.36 0.39 0.37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39 0.42 0.41 0.41 0.42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8 0.39 0.08 0.39 0.10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68 1.09 -0.67 1.09 -0.66 1.10 

총가구소득(log) -0.29 ** 0.10 -0.29 ** 0.10 -0.29 ** 0.11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13 0.18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02 0.15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07 0.15 

Constant 1.65 1.42 1.54 

-2Log Likelihood -296.28 -296.56 -296.45 

N 2,256 2,556 2,55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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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

<표 3-12>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적 특성, 가족 부양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족 부양 가치관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이다. 이는 총 3문항으로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

야 한다’,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로 

구성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 수가 많

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고, 총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출

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학력의 경우, 고등학

교 졸업에 비해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출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이

는 모델 2와 모델 3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이다. 가족 부양 가치관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등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 문

항은 현재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고려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 부양의 가치관 문항으로 분석하였다면 

기혼 여성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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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74 * 0.34 -0.74 * 0.34 -0.76 * 0.34 

 2명 이상 -1.69 *** 0.32 -1.69 *** 0.32 -1.71 *** 0.32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9 ** 0.28 -0.69 ** 0.28 -0.68 ** 0.28 

 35~39세 -1.64 *** 0.34 -1.64 *** 0.34 -1.64 *** 0.34 

 40세 이상 -3.95 *** 0.64 -3.94 *** 0.64 -3.95 *** 0.64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6 0.22 0.06 0.22 0.05 0.2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50 * 0.22 0.50 * 0.22 0.50 * 0.22 

일자리 유무 0.14 0.18 0.14 0.18 0.13 0.18 

결혼생활 만족도 0.12 0.09 0.12 0.09 0.12 0.09 

건강상태 -0.21 0.14 -0.21 0.14 -0.20 0.14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05 0.44 -0.05 0.44 -0.08 0.44 

 35~39세 -0.79 0.47 -0.78 0.47 -0.81 *** 0.47 

 40세 이상 -1.56 *** 0.54 -1.56 *** 0.54 -1.59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1 0.30 -0.12 0.30 -0.09 0.30 

 사무 종사자 0.00 0.28 -0.01 0.28 -0.01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3 0.31 -0.14 0.31 -0.15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7 0.27 0.07 0.27 0.08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68 -0.39 0.68 -0.42 0.68 

총가구소득(log) -0.22 * 0.09 -0.22 ** 0.09 -0.22 ** 0.09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07 0.13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20 0.14 

Constant 2.78 2.88 3.16 

-2Log Likelihood -478.96 -478.81 -478.00 

N 3,083 3,083 3,08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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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부양 가치관이 기혼 여성의 임

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자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이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자 일자리 유무에 따라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녀 수와 연령은 일자

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남편의 연령, 총가구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높은 학력은 출산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족 부양 가치관은 두 집단 모두 출산 유무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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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전업 주부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85 0.47 -0.83 0.47 -0.85 0.47 

 2명 이상 -1.60 *** 0.44 -1.56 *** 0.44 -1.60 *** 0.44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9 0.36 -0.56 0.36 -0.58 0.36 

 35~39세 -1.33 *** 0.44 -1.30 *** 0.44 -1.32 *** 0.44 

 40세 이상 -3.73 *** 0.87 -3.69 *** 0.87 -3.73 *** 0.87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1 0.28 0.23 0.28 0.21 0.2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5 ** 0.28 0.77 ** 0.28 0.74 ** 0.28 

결혼생활 만족도 0.06 0.11 0.06 0.11 0.06 0.11 

건강상태 -0.40 * 0.18 -0.40 * 0.18 -0.39 * 0.18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12 0.54 -0.19 0.54 -0.14 0.54 

 35~39세 -1.05 0.58 -1.11 * 0.58 -1.06 0.58 

 40세 이상 -1.66 ** 0.67 -1.76 ** 0.67 -1.68 ** 0.67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4 0.38 -0.33 0.37 -0.32 0.38 

 사무 종사자 -0.32 0.37 -0.36 0.37 -0.32 0.3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6 0.41 -0.31 0.41 -0.27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29 0.32 0.32 0.33 0.30 0.3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85 -0.51 0.86 -0.40 0.85 

총가구소득(log) -0.23 * 0.10 -0.22 * 0.11 -0.23 * 0.10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05 0.17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27 0.17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14 0.18 

Constant 3.37 3.83 3.57 

-2Log Likelihood -295.74 -294.46 -295.48 

N 1,655 1,655 1,65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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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주부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49 0.51 -0.45 0.51 -0.56 0.52 

 2명 이상 -1.80 *** 0.50 -1.77 *** 0.50 -1.87 *** 0.50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1.10 * 0.48 -1.07 * 0.48 -1.13 * 0.48 

 35~39세 -2.43 *** 0.57 -2.41 *** 0.57 -2.47 *** 0.57 

 40세 이상 -4.49 *** 0.96 -4.44 *** 0.96 -4.52 *** 0.96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31 0.40 -0.31 0.40 -0.31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7 0.39 -0.08 0.39 -0.06 0.39 

결혼생활 만족도 0.23 0.16 0.23 0.16 0.24 0.16 

건강상태 0.08 0.23 0.09 0.23 0.08 0.23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26 0.80 0.24 0.80 0.26 0.79 

 35~39세 -0.11 0.84 -0.15 0.84 -0.11 0.83 

 40세 이상 -1.14 0.94 -1.17 0.95 -1.13 0.9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0 0.54 0.33 0.55 0.34 0.55 

 사무 종사자 0.35 0.50 0.37 0.50 0.38 0.5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06 0.54 0.07 0.54 0.07 0.54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45 0.53 -0.43 0.53 -0.41 0.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41 1.15 -0.38 1.15 -0.44 1.15 

총가구소득(log) -0.20 0.21 -0.18 0.21 -0.18 0.21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05 0.23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15 0.21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31 0.25 

Constant 2.02 1.42 2.49 

-2Log Likelihood -173.24 -172.99 -172.45 

N 1,428 1,428 1,428

* p<.05, ** p<.01, *** p<.001

<표 3-14>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부양 가치관이 임

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자녀가 없는 기

혼 여성에 비해 자녀가 1명, 2명 이상인 경우 본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

수록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2명 이상인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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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족 부양 가치관을 투입한 결과, 자녀 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

를 보였다. 먼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

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어

야 한다’는 가치관은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기혼 여성의 출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3-14〉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0.23 1.41 -0.59 1.30 -0.55 1.25 

 35~39세 1.19 1.78 0.53 1.65 0.44 1.59 

 40세 이상 -1.52 2.45 -1.02 2.36 -1.07 2.41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35 * 1.16 -2.09 1.13 -1.93 1.1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68 1.22 -1.98 1.20 -1.71 1.22 

일자리 유무 -0.27 0.80 -0.23 0.78 -0.28 0.76 

결혼생활 만족도 0.69 0.48 0.46 0.44 0.48 0.44 

건강상태 -1.55 0.93 -1.78 * 0.92 -1.67 0.91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82 1.64 1.40 1.62 0.88 1.57 

 35~39세 -1.80 1.92 -0.80 1.78 -0.91 1.77 

 40세 이상 -3.45 2.22 -3.08 2.19 -3.59 2.22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41 1.37 -0.14 1.23 -0.21 1.24 

 사무 종사자 1.02 1.13 0.49 1.15 0.24 1.14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6 1.41 -1.99 1.46 -2.26 1.39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83 1.36 -2.01 1.35 -2.17 1.3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3 2.24 -2.01 2.30 -2.55 2.11 

총가구소득(log) 0.06 0.35 -0.15 0.34 -0.01 0.33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1.87 * 0.87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23 0.59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70 0.59 

Constant 5.54 5.62 5.66 

-2Log Likelihood -28.24 -31.15 -30.48 

N 86 86 8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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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1.00 * 0.51 -0.94 0.50 -0.86 0.50 

 35~39세 -2.36 *** 0.64 -2.32 *** 0.64 -2.24 *** 0.64 

 40세 이상 -4.27 *** 1.01 -4.38 *** 1.02 -4.30 *** 1.01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7 0.44 -0.06 0.45 -0.08 0.4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9 0.45 0.39 0.45 0.45 0.45 

일자리 유무 0.58 0.35 0.52 0.35 0.52 0.35 

결혼생활 만족도 0.36 * 0.18 0.36 * 0.18 0.33 0.17 

건강상태 -0.36 0.27 -0.28 0.26 -0.34 0.27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9 0.90 -0.65 0.90 -0.95 0.91 

 35~39세 -1.22 0.97 -1.30 0.97 -1.57 0.98 

 40세 이상 -1.36 1.06 -1.35 1.07 -1.67 1.08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1.15 0.62 -1.16 0.62 -1.06 0.62 

 사무 종사자 -0.69 0.51 -0.59 0.51 -0.66 0.5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66 0.61 -0.74 0.62 -0.81 0.6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62 0.49 0.58 0.49 0.58 0.4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0 1.42 0.40 1.28 0.39 1.28 

총가구소득(log) -0.11 0.35 -0.12 0.35 -0.12 0.36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40 0.28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53 * 0.26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20 0.29 

Constant 0.67 0.19 2.22 

-2Log Likelihood -125.15 -124.15 -125.94 

N 441 441 44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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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0.43 0.38 -0.41 0.38 -0.42 0.38 

 35~39세 -1.46 *** 0.45 -1.46 *** 0.46 -1.46 *** 0.45 

 40세 이상 -4.62 *** 1.13 -4.60 *** 1.13 -4.61 *** 1.13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19 0.29 0.22 0.29 0.19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3 ** 0.29 0.75 ** 0.29 0.72 ** 0.29 

일자리 유무 -0.06 0.24 -0.09 0.24 -0.06 0.24 

결혼생활 만족도 -0.01 0.12 0.00 0.12 0.00 0.12 

건강상태 -0.09 0.18 -0.08 0.18 -0.09 0.18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21 0.57 -0.21 0.57 -0.21 0.57 

 35~39세 -0.99 0.60 -0.99 0.61 -0.99 0.60 

 40세 이상 -1.90 ** 0.70 -1.91 ** 0.70 -1.90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0 0.41 0.50 0.41 0.51 0.41 

 사무 종사자 0.35 0.39 0.33 0.39 0.36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40 0.41 0.40 0.42 0.41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8 0.39 0.11 0.39 0.10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71 1.10 -0.76 1.10 -0.70 1.09 

총가구소득(log) -0.29 ** 0.11 -0.28 ** 0.11 -0.29 ** 0.11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10 0.17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32 * 0.16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10 0.18 

Constant 1.62 2.04 1.59 

-2Log Likelihood -296.38 -294.63 -296.42 

N 2,556 2,556 2,55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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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료 및 변수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urvey)로서, 15~49세 가임기 기혼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치

관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 사회 저출산 원인

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되었다(이삼식 등,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1964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말부터 3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조사는 저출

산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고(김승권 등, 2003) 2000년을 시작으로,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2015년 조사까지 완료되었

다. 이 연구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시

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0

년, 2003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5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

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4만 2,811명이 포함

되었다. 

결혼 가치관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1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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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각 문항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4점으

로 응답하였다. 자녀 가치관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없어도 상관없다’ 1점에서 ‘꼭 

필요하다’ 3점으로 응답하였다.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 남편연령 

및 일자리 유무, 총가구소득, 자녀의 수, 아들의 수, 그리고 딸의 수를 포

함시켰다. 연령 변수는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세, 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이하

를 기준 집단으로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일자리 유무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남편의 연령은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

세, 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남편

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

업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남편의 일자리는 일자리

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총가구소득은 연속변

수로, 로그값을 사용하였고, 현존 자녀 수는 0명을 기준으로 1명, 2명, 그

리고 3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자녀 성별인 아들과 딸의 수는 0명을 기준

으로 1명, 그리고 2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제2절 연구방법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순

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 추적을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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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

이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혼 여성의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 남편의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 

총가구소득, 현존 자녀 수, 딸 자녀 수, 아들 자녀 수를 분석에 포함시켰

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가 각 집단별로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 유무 및 자녀 수에 따른 각 집

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

다. 연령은 40세 이상이 44.8%로 가장 높고, 35~39세가 24.8%로 높다. 

40대 여성의 높은 비율은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한 앞선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많고(45.9%)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28.6%이다. 기혼 여성들의 50.8%는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남편의 연령 또한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이 59.2%로 가장 높

다. 남편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40.9%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이 38%이다. 대부분의 남편은 현재 직업이 있으며(96.2%), 총가구

소득은 평균 40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2명이 57.5%로 가장 

많고, 자녀 성별에 있어 딸(39.1%)과 아들(50.1%) 모두 각각 1명인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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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2,811)

구분 N % 구분 N %

여성의 연령 남편의 일자리 유무

 ~29세 4,581 10.7  없다 1,622 3.8

 30~34세 8,440 19.7  있다 41,171 96.2

 35~39세 10,601 24.8 총가구소득(평균) 409.2(만 원)

 40세 이상 19,189 44.8 현존 자녀 수

여성의 학력  없음 3,340 7.8

 중학교 이하 4,976 11.6  1명 8,983 21.0

 고등학교 19,634 45.9  2명 24,537 57.5

 2년제 대학교 5,926 13.9  3명 이상 5,842

 4년제 대학교 이상 12,251 28.6 아들의 수

여성의 일자리 유무   없음 12,485 29.2

 없다 21,061 49.2  1명 21,385 50.1

 있다 21,748 50.8  2명 이상 8,839 20.7

남편의 연령 딸의 수

 ~29세 1,949 4.6  없음 13,392 31.4

 30~34세 6,229 14.7  1명 16,680 39.1

 35~39세 9,141 21.5  2명 이상 12,637 29.6

 40세 이상 25,164 59.2  2명 이상 8,839 20.7

남편의 학력

 중학교 이하 3,825 9.1

 고등학교 16,048 38.0

 2년제 대학교 5,113 12.1

 4년제 대학교 이상 17,298 40.9

주: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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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연령의 경우 20대 비율은 감소되는 반면 40대 비

율이 각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어, 고연령층 기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20대 30대 여성들의 높은 미혼율과 

관련이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이 2000년 16.4%에서 2015년 40.0%까지 크게 증가

하였다. 2008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 비율이 남성

보다 여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을 졸업한 

기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학력에 발맞춰 취업을 하는 

기혼 여성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비율이 

2000년에 46.1%에서 2015년에 53.7%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고 있다. 남

편의 연령 또한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의 비율이 높다. 학력

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은 2000년에 43.6%에서 2015년 현재 30.4%로 

감소한 반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경우 2000년에 29.0%에서 2015년에 

51.0%까지 증가하였다. 남편의 일자리 유무는 매년 높아지고 있고, 총가

구소득 또한 332.4만 원(2000년)에서 529.5만 원(2015년)으로 높게 나

타났다. 자녀 수는 연도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자녀가 0명인 경우는 

2000년 7.1%에서 2015년 8.3%까지 증가하였다. 1명인 경우 또한 

2000년 19.8%에서 2015년 24.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자녀가 3명 이

상인 경우는 연도별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 여성들의 

출산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아들보다는 딸이 1

명인 경우가 2000년 42.9%에서 2015년 44.0%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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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도별

　
2000년 2003년 2006 2009 2012 2015

N % N % N % N % N % N %

여성의 연령

 ~29세 1113 18.5 826 12.2 738 10.8 594 10.2 536 7.8 774 7.4

 30~34세 1,220 20.3 1,439 21.3 1,415 20.7 1,017 17.4 1,308 19.0 2,041 19.5

 35~39세 1,416 23.6 1,623 24.0 1,670 24.4 1,496 25.6 1,644 23.9 2,752 26.3

 40세 이상 2,260 37.6 2,874 42.5 3,023 44.2 2,744 46.9 3,391 49.3 4,897 46.8

여성의 학력

 중학교 이하 1,632 27.2 1,498 22.2 854 12.5 524 9.0 272 4.0 196 1.9

 고등학교 2,963 49.3 3,415 50.6 3,569 52.2 2,778 47.5 2,993 43.5 3,916 37.4

 2년제 대학교 426 7.1 538 8.0 818 12.0 832 14.2 1,145 16.7 2,167 20.7

 4년제 대학교 이상 986 16.4 1,304 19.3 1,595 23.3 1,716 29.3 2,465 35.9 4,185 40.0

여성의 일자리 유무 　 　 　 　 　 　 　 　 　 　 　

 없다 3,238 53.9 3,235 47.8 3,298 48.2 3,066 52.4 3,378 49.1 4,846 46.3

 있다 2,769 46.1 3,527 52.2 3,548 51.8 2,785 47.6 3,501 50.9 5,618 53.7

남편의 연령 　 　 　 　 　 　 　 　 　 　 　

 ~29세 508 8.5 312 4.6 309 4.6 262 4.5 213 3.1 345 3.4

 30~34세 1,075 17.9 1,112 16.4 973 14.4 752 12.9 901 13.1 1,416 13.9

 35~39세 1,268 21.1 1,398 20.7 1,516 22.4 1,272 21.8 1,430 20.9 2,257 22.1

 40세 이상 3,158 52.6 3,940 58.3 3,981 58.7 3,562 60.9 4,315 62.9 6,208 60.7

남편의 학력 　 　 　 　 　 　 　 　 　 　 　

 중학교 이하 1,201 20.4 1,145 17.2 640 9.5 417 7.1 258 3.8 164 1.6

 고등학교 2,570 43.6 2,835 42.6 2,857 42.2 2,305 39.4 2,362 34.5 3,119 30.4

 2년제 대학교 416 7.1 617 9.3 714 10.6 693 11.9 930 13.6 1,743 17.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7 29.0 2,060 30.9 2,555 37.8 2,432 41.6 3,307 48.2 5,237 51.0

남편의 일자리 유무 　 　 　 　 　 　 　 　 　 　 　

 없다 384 6.4 296 4.4 365 5.3 236 4.0 143 2.1 198 1.9

 있다 5,616 93.6 6,459 95.6 6,479 94.7 5,615 96.0 6,736 97.9 10,266 98.1

총가구소득(평균) 332.4(만 원) 288.2(만 원) 341.7(만 원) 387.8(만 원) 492.5(만 원) 529.5(만 원) 

현존 자녀 수

없음 428 7.1 465 6.9 550 8.1 470 8.0 560 8.1 867 8.3 

 1명 1,186 19.8 1,176 17.5 1,338 19.8 1,239 21.2 1,487 21.6 2,557 24.4 

 2명 3,351 55.8 4,007 59.5 4,036 59.7 3,444 58.9 3,967 57.7 5,732 54.8 

 3명 이상 1,038 17.3 1,091 16.2 842 12.4 698 11.9 865 12.6 1,308 12.5 

아들의 수

 없음 1,619 27.0 1,729 25.7 1,925 28.5 1,736 29.7 2,130 31.0 3,346 32.0 

 1명 3,045 50.7 3,507 52.0 3,454 51.1 2,938 50.2 3,403 49.5 5,038 48.2 

 2명 이상 1,343 22.4 1,506 22.3 1,387 20.5 1,177 20.1 1,346 19.6 2,080 19.9 

딸의 수

 없음 2,155 35.9 2,382 35.3 316 4.7 2,175 37.2 2,429 35.3 3,935 37.6 

 1명 2,578 42.9 2,935 43.5 890 13.2 2,553 43.6 3,120 45.4 4,604 44.0 

 2명 이상 1,274 21.2 1,425 21.1 5,560 82.2 1,123 19.2 1,330 19.33 1,92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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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1.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변화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

를 살펴보았다([그림 4-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12년 이후로 감소하

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결혼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는 이유

는 아마도 그 사이 늘어나고 있었던 미혼율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과거 

결혼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인생의 의무사항이었다. 그렇지만 

21세기 이후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러

한 태도 변화와 궤를 같이해서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은 전체 여성 중 상대적으로 결혼의 절

대성을 믿는 비율이 높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2000년에

서 2012년까지 평균값이 상승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기혼 여성 사이에서 3년 사이에 결

혼의 절대성에 대한 태도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만약 두 자료 사이 차

이가 온전히 기혼 여성들의 태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면 전체 여성 사이

에서 매우 커다란 변화의 전조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혼 

여성들은 물론이고 실제 결혼을 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2018년 조사에서도 유지된다면, 그래서 결혼의 절대성 태도에 대한 최후

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기혼 여성들이 결혼의 절대성에 대해 회의를 갖

고 있다면,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은 그야말로 

선택사항으로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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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변화

주: 1=‘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3=‘하는 편이 좋다’, 4=‘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각 항목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4-3>, [그림 4-2]),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0년에 

20.6%에서 2009년에 23.5%로 높아졌다. 

〈표 4-3〉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단위: %)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Total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08 7.4 3.51 4.04 3.57 5.19 4.8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42.9 40.51 41.32 39.14 34.08 44.34 40.69

하는 편이 좋다 31.42 29.66 32.47 33.29 44.97 38.67 35.52

반드시 해야 한다 20.6 22.43 22.7 23.52 17.38 11.8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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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분포

그러나 2012년에 17.3%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기혼 여성 중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이 

지난 15년간 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 또한 연도별로 증가 추

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44.3%로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하지 않는 편

이 좋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2012년 이후로 계속 증가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5.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44.3%로 전체 기혼 여성 중 반 정도는 결혼을 

꼭 경험해야 할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등 가족적 책임 증가를 부르는 사건이

다. 다시 말해 결혼은 여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서막

에 해당한다.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거부는 크게 봐서는 ‘여성의 삶’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앞에서 결혼에 대한 거부 정도는 출산력 약화의 원인이

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결혼에 대한 미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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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는 거듭되는 출산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결혼이 여성들에

게 ‘전통적인 여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계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결

혼에 대한 거부는 곧 전통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중심적 그리고 집단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인적 

선호를 강조하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직업, 취미, 봉사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

서 삶의 의의를 찾으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 

추구가 방해받을 수 있는 출산을 기피하고 이러한 경향이 최근 인구변천

의 핵심적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이러한 

주장이 지적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결혼의 절대성에 대한 급격한 저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2.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 가치관

이전 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는 학력이

나 연령 등 인구학적 변수의 변화로부터도 연유할 수 있다. 특정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각기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도 집단 내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관찰했던 15년간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관찰해야 한다. 

여기서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이 결혼 가치관에 미

치는 영향과 가치관 변화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표 4-4>에 제시하였

다. 결혼 가치관에 대한 각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2000년을 준거집단으로 보면 2003년은 통계적으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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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지만 2006년, 2009년, 2012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부호

는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즉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응답자들이 여러 가

지 변수들을 통제해도 여전히 기준 연도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이러한 경향과 달리 2015년 현재 결혼 필요성

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준거 연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

으며 부호는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앞에서 관찰되었던 급작스러운 변화

가 연령, 학력, 취업, 소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태도에서 큰 변화가 확인된 것

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

질수록 결혼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은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남편의 학력 수

준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아들의 수가 많

을수록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 가치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들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시계열적 변화

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

치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혼인율 감소와 증가하는 만혼화의 영

향으로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보

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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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전체

Coef. S. E.

연도(vs. 2000년)

 2003년 -0.008 0.03 

 2006년 0.190 *** 0.04 

 2009년    0.219 *** 0.04 

 2012년 0.237 *** 0.03 

 2015년 -0.187 *** 0.03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31 *** 0.04 

 35~39세 -0.273 *** 0.05 

 40세 이상 -0.087 0.05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388 *** 0.04 

 2년제 대학교 -0.309 ***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308 *** 0.05 

여성의 취업 여부 0.073 *** 0.02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57 0.05 

 35~39세 -0.080 0.05 

 40세 이상 -0.016 0.06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11 0.04 

 2년제 대학교 0.112 *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189 *** 0.05 

남편의 취업 여부 0.171 *** 0.05 

가구 소득   0.000 0.00 

자녀수(vs 없음)

아들의 수 0.053 *** 0.01 

딸의 수 -0.024 0.01 

* p<.05, ** p<.01, *** p<.001

위 표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표준화 계수값을 그래프로 그

려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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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회귀분석에서 연도별 계수 변화

위 그림은 아무런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그림 4-1]보다 연도에 따른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변화

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상승도 두드러진

다. 아마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기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

한 태도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급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표 4-5>는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유

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전업 주부와 취업 주

부 모두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있어 취업 주부의 경우 20~30대와 달리 40

대의 경우 그 효과는 감소한다. 또한 남편의 취업 유무와 자녀의 성별이 

아들인 경우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 두 집단 모두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남편 연령은 취업 주부의 결혼 필요성에 대

한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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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의 시계열 변화 추적을 집단별로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2003년 

이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5년 현재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상은 앞에서 살펴본 전체 기혼 여성의 변화상과 크게 다

르지 않다. 

그러나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의 결혼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는 뚜렷

한 차이를 보인다. 즉,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취업 주부와 

달리 전업 주부가 높지만, 2012년 이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

도를 보인다. 이와 달리 취업 주부의 경우 2003년 이후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경향은 2012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업 주부보다는 취업 주부가 더욱 극

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결혼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

은 2012년에는 취업 여성들이 전업 주부들보다 더 결혼의 절대성을 인

정하였다. 그렇지만 3년 후 그들의 생각은 전업 주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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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취업 여부

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026 0.05 -0.042 0.05 

 2006년 0.219 *** 0.05 0.156 ** 0.05 

 2009년 0.245 *** 0.05 0.194 *** 0.05 

 2012년 0.177 *** 0.05 0.295 *** 0.05 

 2015년 -0.185 *** 0.05 -0.182 *** 0.05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26 *** 0.05 -0.266 *** 0.06 

 35~39세 -0.275 *** 0.06 -0.309 *** 0.07 

 40세 이상 -0.009 0.07 -0.191 ** 0.07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319 *** 0.06 -0.446 *** 0.05 

 2년제 대학교 -0.249 *** 0.07 -0.362 ***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232 *** 0.07 -0.379 *** 0.06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48 0.06 -0.186 * 0.08 

 35~39세 0.050 0.07 -0.238 ** 0.08 

 40세 이상 0.084 0.08 -0.141 0.08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37 0.07 0.049 0.05 

 2년제 대학교 0.093 0.08 0.117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148 0.07 0.215 *** 0.06 

남편의 취업 여부 0.194 * 0.08 0.162 ** 0.06 

자녀 수(vs 없음)

아들의 수 0.056 ** 0.02 0.057 ** 0.02 

딸의 수 -0.029 0.02 -0.011 0.02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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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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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 취업 주부

계수

<표 4-6>은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 수에 따라 각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

다. 먼저, 결혼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는 자녀 수에 따라 집단별로 뚜렷

한 차이를 나타낸다. 자녀가 0명, 1명, 2명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

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결혼 가치

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

성 변인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결혼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기혼 여성의 취업 유무 또한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남편의 취업 유무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자녀가 1명

인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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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수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하나인 
경우

자녀가 둘인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415 *** 0.13 0.020 0.08 -0.051 0.05 -0.078 0.08 
 2006년 0.486 *** 0.13 0.352 *** 0.08 0.121 ** 0.05 -0.056 0.09 
 2009년 0.504 *** 0.13 0.385 *** 0.08 0.207 *** 0.05 -0.137 0.10 
 2012년 0.741 *** 0.13 0.424 *** 0.08 0.189 *** 0.05 -0.122 0.09 
 2015년 0.067 0.12 -0.047 0.07 -0.204 *** 0.04 -0.407 *** 0.09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81 ** 0.09 -0.211 *** 0.06 -0.035 0.07 -0.176 0.20 
 35~39세 -0.708 *** 0.13 -0.271 *** 0.08 -0.043 0.07 -0.024 0.21 
 40세 이상 -0.673 *** 0.16 -0.249 ** 0.09 0.187 * 0.08 0.161 0.21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417 0.18 -0.503 *** 0.10 -0.284 *** 0.05 -0.351 *** 0.09 
 2년제 대학교 -0.264 0.20 -0.393 *** 0.11 -0.247 *** 0.07 -0.225 0.12 
 4년제 대학교 이상 -0.334 0.20 -0.432 *** 0.11 -0.230 *** 0.06 -0.189 0.11 
여성의 취업 여부 0.030 0.07 0.089 * 0.04 0.060 * 0.02 -0.009 0.05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00 * 0.09 0.100 0.08 0.006 0.10 0.206 0.27 
 35~39세 -0.037 0.12 -0.027 0.09 0.039 0.10 0.139 0.26 
 40세 이상 -0.079 0.15 0.110 0.10 0.072 0.10 0.170 0.26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69 0.17 0.132 0.10 -0.023 0.06 0.009 0.09 
 2년제 대학교 0.070 0.19 0.102 0.11 0.109 0.07 0.076 0.12 
 4년제 대학교 이상 0.122 0.18 0.224 * 0.11 0.179 ** 0.06 0.123 0.11 
남편의 취업 여부 -0.062 0.16 0.381 *** 0.11 0.123 0.07 0.213 0.12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 p<.05, ** p<.01, *** p<.001

[그림 4-5]는 자녀 수에 따라 결혼 가치관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회귀

분석에 대한 시계열적 결과를 보여 준다. 결혼 가치관 변화는 자녀 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가 

없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2명인 경

우이다. 앞서 살펴본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에 비해 자녀 수에 따른 차이

가 더욱 커보인다. 이러한 점은 결혼은 그 이후 계속되는 출산과 급격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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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각 연

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2012년 이후로 

이러한 태도는 감소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와 달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

우 다른 집단과 달리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살

펴본 전체 기혼 여성의 변화와 가장 닮은 모습을 보여 주는 집단은 자녀

가 없는 여성들이다. 아마도 가장 변화를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일 것이다. 반면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매년 보여 주는 평균값의 변화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어머니들은 15

년간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 기혼 여성의 자녀 수에 따른 결혼 가치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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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1.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변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 행위에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자녀에 대한 태도가 21세

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그림 4-6]은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 준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2015년에 다시 높아졌

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 따르면 대체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

지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다른 나라 여성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특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감소 폭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자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래서 2000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지난 15년간 자녀에 대한 태도는 왜 이렇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을 구성하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특징이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미 지적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변화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에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매 년의 평균값을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자녀의 의미이다. 자녀가 일생에

서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양과 질로 발현될 수 있다. 쉽게 풀이하

자면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계획할 수 있고 동시

에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믿

을 수 있다. 만약 후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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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못지않게 또는 남들보다 더욱 자녀를 나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해 자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

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삶에서 자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을 응답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15년간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4-6〕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변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태도평균값

주: 1=‘없어도 상관없다’, 2=‘있는 것이 더 좋다’, 3=‘꼭 필요하다’

자녀 가치관 문항에 대한 각 항목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4-7>과 

[그림 4-7]과 같다. ‘결혼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

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있는 

것이 더 좋다’, ‘꼭 필요하다’라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 2003년 87.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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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9년 89.2%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12년 85.6%로 

감소하다 2015년에 90.0%로 다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자녀가 없어도 

상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10.8%에서 2012년 14.4%까지 높

게 나타났다. 

〈표 4-7〉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단위: %)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Total

결혼을 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상관없다 9.11 12.06 11.53 10.84 14.41 9.97 11.26

있는 것이 더 좋다 31.1 31 33.27 33.01 37.47 28.15 31.99

꼭 필요하다 59.79 56.94 55.21 56.15 48.12 61.89 56.74

〔그림 4-7〕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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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 가치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5년간 가치관의 변화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해야 한다.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과 

자녀 가치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도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녀 가치관 변화의 시계열적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연도별 효과를 보면 [그림 4-8]과 달리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났다. 2003년 이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이나 2015년에는 자녀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

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한 기혼 여성은 전업 주부와 달리 자녀 가치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

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의 취업 유무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는 꼭 있

어야 한다’는 긍정적 자녀 가치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시계열적 분

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그림 4-8]). ‘결혼하면 반드시 자

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2009년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2003년과 2006년까지 자녀 가치관

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매우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 이러한 태도는 긍

정적이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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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전체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139 *** 0.04 

 2006년 -0.388 *** 0.04 

 2009년 -0.070 0.04 

 2012년 -0.380 *** 0.04 

 2015년 0.176 *** 0.04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55 *** 0.04 

 35~39세 -0.343 *** 0.05 

 40세 이상 -0.311 *** 0.05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00 *** 0.04 

 2년제 대학교 -0.190 ***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321 *** 0.05 

여성의 취업 여부 0.052 ** 0.02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29 0.05 

 35~39세 -0.045 0.06 

 40세 이상 -0.025 0.06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10 0.04 

 2년제 대학교 0.064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057 0.05 

남편의 취업 여부 0.184 *** 0.05 

가구소득 0.000 0.00 

자녀수(vs 없음)

 아들의 수 0.299 *** 0.02 

 딸의 수 0.269 *** 0.0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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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회귀분석에서 연도별 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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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자녀의 중요성에 대

한 태도에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녀는 꼭 있어야 하지만 자녀는 곧 엄청난 부담과 책임이 뒤따른다. 더 이

상 한국 어머니들은 사람들은 각자 먹을 것은 타고 태어난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믿는다. 자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녀는 큰 부담이라는 양면성은 위 그림에서 보이

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4-9>는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유

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 집단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

저, 각 연도별 자녀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 모두 각 연도별로 자녀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및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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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121 * 0.05 -0.157 ** 0.05 

 2006년 -0.366 *** 0.05 -0.405 *** 0.06 

 2009년 -0.037 0.05 -0.104 0.06 

 2012년 -0.413 *** 0.05 -0.347 *** 0.05 

 2015년 0.154 *** 0.05 0.194 *** 0.05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65 *** 0.05 -0.241 *** 0.07 

 35~39세 -0.309 *** 0.06 -0.393 *** 0.08 

 40세 이상 -0.258 *** 0.07 -0.382 *** 0.08 

적 태도의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가

치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는 전업 주부와 달리 취업 주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

로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기혼 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

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9]와 같다.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 

모두 각 연도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및 긍정적 태도를 다양하게 

보였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은 취업 주부에 비해 전업 주

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변

화는 2012년 취업 주부가 높았고, 2015년에는 자녀 가치관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 가치관 태

도 변화는 각 집단마다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표 4-9〉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취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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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E. Coef. S.E.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132 * 0.06 -0.253 *** 0.06 

 2년제 대학교 -0.102 0.08 -0.267 ***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252 *** 0.07 -0.382 *** 0.07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127 0.07 -0.107 0.08 

 35~39세 0.016 0.08 -0.122 0.09 

 40세 이상 0.026 0.08 -0.088 0.09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26 0.07 0.011 0.06 

 2년제 대학교 0.077 0.08 0.066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054 0.07 0.074 0.06 

남편의 취업 여부 0.206 * 0.08 0.164 * 0.07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자녀수(vs 없음)

 아들의 수 0.256 *** 0.02 0.339 *** 0.02 

 딸의 수 0.228 *** 0.02 0.308 *** 0.02 

* p<.05, ** p<.01, *** p<.001

〔그림 4-9〕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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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 가치관 변화를 자

녀 수에 따라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4-10>). 먼

저, 연도별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자녀 수 각 집단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

면 2000년을 기준 집단으로 연도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각 집단 모두 2015년에는 자녀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

도를 나타냈고, 그 효과는 자녀가 둘인 집단의 경우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거나 하나 혹은 둘인 경우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필요성

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자녀 가치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편의 연령에 

따라 집단별로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가치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나, 자녀가 1

명인 경우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필요성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취업은 다른 집단과 달리 자녀

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림 4-10]에서 자녀 수에 따른 집단별 자녀 가치관 시계열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인다. 각 집단 모두 ‘결

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필요하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나, 2012년에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자녀 수에 따라 각 집단 모두 

자녀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자녀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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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하나인 
경우

자녀가
둘인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198 0.13 -0.069 0.08 -0.156 *** 0.05 -0.111 0.09 

 2006년 -0.128 0.13 -0.052 0.08 -0.147 ** 0.05 -0.195 0.10 

 2009년 0.044 0.13 0.020 0.08 -0.091 0.05 -0.213 * 0.11 

 2012년 -0.164 0.13 -0.441 *** 0.08 -0.379 *** 0.05 -0.407 *** 0.10 

 2015년 0.042 0.12 0.183 * 0.07 0.204 *** 0.05 0.183 0.10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380 *** 0.09 -0.180 ** 0.07 -0.207 ** 0.08 0.137 0.22 

 35~39세 -0.870 *** 0.13 -0.356 *** 0.09 -0.222 ** 0.08 0.155 0.23 

 40세 이상 -1.017 *** 0.16 -0.404 *** 0.10 -0.174 * 0.08 0.177 0.23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638 *** 0.18 -0.161 0.10 -0.183 *** 0.06 -0.173 0.10 

 2년제 대학교 -0.523 ** 0.20 -0.156 0.12 -0.174 * 0.07 -0.356 ** 0.14 

 4년제 대학교 이상 -0.669 *** 0.20 -0.304 ** 0.12 -0.311 *** 0.07 -0.302 * 0.13 

여성의 취업 여부 -0.191 ** 0.07 0.086 * 0.04 0.064 * 0.03 0.111 0.06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49 0.10 0.122 0.08 0.044 0.11 -0.032 0.31 

 35~39세 -0.156 0.13 0.145 0.09 -0.072 0.11 -0.230 0.29 

 40세 이상 -0.342 * 0.16 0.289 ** 0.10 -0.095 0.11 -0.188 0.29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135 0.17 0.079 0.10 0.045 0.06 -0.109 0.10 

 2년제 대학교 -0.208 0.19 0.035 0.12 0.118 0.07 0.085 0.14 

 4년제 대학교 이상 -0.138 0.18 0.025 0.11 0.105 0.07 -0.022 0.12 

남편의 취업 여부 0.096 0.16 0.257 ** 0.11 0.129 0.07 0.313 * 0.13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표 4-10〉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자녀 수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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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기혼 여성의 자녀 수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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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정당성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실시 이후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저출산 현상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많은 인구학자들

은 물론이고 정책집행자들도 지난 10년간의 행정적 노력이 너무 미시적 

입장에 치우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인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비를 낮추는 정책들은 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과거

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사회적 집단적 차원에서 결혼, 자녀, 직업 등 인생의 행

로에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다양

한 인구학적 행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최근의 

저출산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하며 때문에 단순

히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는 정책으로는 목표로 하는 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출산행위를 미시적 시각과 함께 거시적 입

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산을 계획된 행위이론과 제2차 인

구변천이론이라는 미시적-거시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뿐 아니라 관련되는 부분–예를 들어, 취

업이나 성역할 등–에 대한 가치관 역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커다란 영향

결 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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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가치관들이 20세기 후반기

와 21세기 초반기에 보이고 있는 사회적 변천 양상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한국은 최근에야 이러한 입장에서 출

산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기는 난망한 현실이었다. 다행

히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출산과 가치

관과의 관계, 가치관의 변화 양상 등을 다뤄 왔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

이 임신 및 출산을 바로 다루지 못하고 출산계획 등 주관적 입장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더군다나 두 가지 주관적 측면–특정 영역에 대한 가

치관과 앞으로 아이를 가질지 여부–을 횡단면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명

확한 인과관계 설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2. 연구의 결과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한다.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 항목이 있는 3차에서 가치관과 주요한 

통제변수들을 가져오고 3차에서 5차까지 4년간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가임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델을 측정하고 또 취업 여부와 자녀의 수에 따라 이 기혼 여

성들을 구분하여 같은 모델을 측정한다. 취업과 자녀에 따른 구분은 각기 

다른 사정에 따라 가치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 성역할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에 대

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가임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태

도, 자녀에 대한 태도, 수입의 관리에 대한 태도가 향후 임신 여부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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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삶에 대한 태

도를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 세대 여성들처럼 결혼과 자녀를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할수록 이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높아

진다. 수입 관리의 태도는 가족중심적 사고가 아닌 개인주의적 삶의 지향

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개인의 취향, 선호, 욕구, 실현

은 현재 세대들이 과거 세대들에 비해 더욱 중시한다. 수입의 관리는 스

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니 부부 또는 가족들과 

다른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싶어 하는 욕

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혼 여성들이 가족과 

개인이라는 중요한 중심축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여부가 이후 임신 여부

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분야의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과 자녀에 따

라 구분된 집단들에 따라 살펴봤을 때 가장 주목을 끄는 집단이 자녀가 

한 명 있는 기혼 여성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가장 주요한 정책적 타깃 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자녀가 1명 있는 기혼 여성들에게 수입 관리에 대한 항목과 자녀 결

혼 자금 책임에 대한 항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입 관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적 삶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자녀 

결혼 자금 책임은 말 그대로 자녀 양육 부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

기서 주요한 점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문항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

는데 결혼 자금 책임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녀 

출산의 어려움으로 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면서 실제 예를 드는 것

은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 부담이다. 그렇지만 어쩌면 한국의 기혼 여

성들은 자녀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닐 수 있다. 반면 결혼에 대한 태도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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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할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지원 금액

이 신혼집을 포함,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

나 달라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
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을 물어본 이 자료에는 위 연구에서 출산력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발견된 결혼과 자녀에 대한 문항이 들어 있다. 이 문항들에 대

한 응답이 21세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가임기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

지는 조금씩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쪽으로 평균값이 상승했다는 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경향은 21세기 이후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반

대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믿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결혼하면서 빚

어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가

임기 기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크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결혼은 그야말로 선택이라는 태도가 

미혼 여성들뿐 아니라 기혼 여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초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

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을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도 자녀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

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흐른 반면 자녀에 대한 태도는 5번의 조사에 갈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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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걸음을 보이면서 명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

마도 자녀의 질과 양에 대한 구분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경제학자 

베커의 논의 이후 자녀에 대한 중요성은 양과 질로 분리돼서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녀가 중요하면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녀를 굳이 많이 낳

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녀를 중시하는 태도는 자녀

를 많이 낳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녀를 일정 수 이하로 제

한하려는 의도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 여성들에게 자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아 키우고 싶어 하

는 여성들도 많다.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상

황에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녀의 수라는 측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한국 기혼 여성들에게 남아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찰한 발견과 연결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경

향은 취업 여부와 자녀의 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하위 집단에서도 발견

되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학문적 함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계획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과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선

호 및 태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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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출산 행위에 적용하면 자녀에 따른 태도, 즉 삶에

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자녀를 얼마나 낳

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의 과정들–예를 들어 결혼이나 취업 등–에 대한 선호가 있으면 이

에 따라 각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예를 들어 결혼을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또는 결혼 후에도 커리어를 중시할지–이에 따라 얼마나 언제 아이를 

낳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의 사회적 확대버전이 바로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 여러 나라에 걸쳐 삶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주의적 입장을 중시하게 되고 이러한 선호에 따라 

결혼, 출산, 취업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벌어지는 다양한 인구

학적 결과들–예를 들어 결혼을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고, 결혼보

다는 덜 부담스러운 동거를 선택하게 되고, 아이를 되도록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게 되고, 결혼에 불만이 있으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을 하게 되

고–이 바로 이러한 전체 사회적 차원의 가치관 변화에 연유한다고 지적

한다.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앞서 살펴본 두 이론에 의한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약간 다른 경향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성들

의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그 가치관은 사회적 차

원에서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이 예상하는 바와 똑같이 변화하는 것은 아

니었다. 최근 들어와서 확연하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

긴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점은 역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양의 이론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

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한국의 경우 가

족 관련 다양한 태도들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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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모 양상은 외국, 그 중에서도 서양 국가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개개

의 항목에 머무르지 말고 관련 항목을 많이 같이 사용하여 거시적 입장에

서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드러냈듯이 결혼에 대한 태도

는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

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증가했지만 동거를 

용인하는 태도는 이혼과 보조를 맞춰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만약 이렇게 이런 저런 항목에서 다른 변화 양상을 

겪는다면 우리는 ‘개인주의화’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인구학적 함의를 넘어

서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하나 알

아보도록 하자. 

첫째, 이제는 정책적으로 가치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

이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에 비해 정책

의 대상을 출산에만 맞추지 않고 신혼집 지원 등 결혼 과정까지 포괄하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뿐 아니라 가족, 결혼, 

자녀 등 포괄적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무리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

도 자녀 자체에 대해 별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출산이 늘어나

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우리는 서양의 몇몇 나라에서 벌어지는 자녀에 

대한 비중 약화 현상까지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 어쩌면 자녀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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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결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결혼을 한 기혼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 것 같

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서 별다른 의의와 즐거

움을 찾지 못한다면 백가지의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출산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자녀를 한 명 갖고 있는 기혼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당국자들에게

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분석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 

부담은 그 다음 자녀 출산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더 나중

이고 그렇지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결혼식 지원에 대한 태도는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서는 정책

적 관심이 사교육 경감에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어쩌면 더욱 

신경써야 할 사항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들어가는 결혼 지원이라든지 생

활비 지원일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환영받고 

있는 소위 ‘작은 결혼식’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여 결혼

식 문화 자체를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결혼식 행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시금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결혼식이 부모 또는 가족의 위

세를 나타내는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

래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결혼식이 결혼 본연의 의의

를 갖게 되길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단순히 출산 영역만

의 문제는 아니다. 어쩌면 사회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일 수 있다.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관심을 더 이상 출산

에만 한정하지 말고 삶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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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출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가지 삶의 궤적과 상관이 있다. 때문에 시각을 

확대해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살펴보는 입장에서 문제에 접

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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