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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1)

01. 서론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2명으로 잠정 집계됨. 지난해에 이어 1명 이하의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2)

●● 정부는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도입, 아빠의 달 제도 시행 등 일·가족 양립 정책을 확대한 바 있음.

1)  이 글은 아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통계청. (2020). 2019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0865에서 2020. 2. 26. 인출.

––전반적으로–고학력–혹은–전문직–여성의–출산율이–낮지만,–저학력–혹은–비전문직–여성의–출산율이–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
하락하여–사회계층별–출산율–격차는–최근–들어–좁혀지고–있음.

––사회계층적–지위가–낮은–여성들의–출산율–하락이–전체–합계출산율–하락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주고–있었으며,–첫째아–출산–
감소가–합계출산율–감소의–주요한–요인이–되고–있다는–것이–모든–사회계층별–집단에서–발견되었음.

––보편적으로–확대된–자녀–양육–지원–정책은–취약계층의–욕구에–부응하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비공식–부문에–종사하는–
여성들이–안정적인–근로–환경에서–가족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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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낮지만, 사회계층별 출산율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최근 보편적으로 확대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계층별 차별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세심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줌.

●● 선행 연구들은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고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 주었으나,

●● 최근 유럽 국가에서는 고학력 집단의 출산율이 오히려 높고, 같은 학력 수준 내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에 

따라 출산율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3)

●― 고학력 및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최근 들어 자녀 출산에서 기회비용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학력 수준별·취업 상태별·직업 유형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하고, 집단별 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자 함. 

0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장기적 추이

◆◆ 합계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하였음.

●● Myrskylä, Goldstein, Cheng(2013)4) 이 제공한 1961~2010년 한국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와 2011~2017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 및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1961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구축함.

●― 1961~2017년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자료로 재구성한 

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하였으며,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가지고 기간 합계출산율을 

분석함.

●―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한 연령대는 15~40세임.5)

◆◆ 기간 합계출산율은 1976년 3명 수준이었으나 1984년부터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상태인 1.3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는 1.03명 수준으로 나타남. 

3)    Adserà, A. (2017). Education and fertility in the context of rising inequality. pp. 63-92. In Beaujouan, É, Sobotka, T., Bavel J. V. (Ed.)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17. Vol. 15. Education and fertility in low-fertility settings. 

4)    Myrskylä, M., Goldstein, J. R., & Cheng, Y-H. A. (2013). New Cohort Fertility Forecasts for the Developed Worl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1-57.

5)    가장 최근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이 완료되는 시점을 40세로 보았으며, 코호트 합계출산율 추이와 비교하기 위해 기간 합계출산율의 연령을 15~40세로 정함. 따라서 

기간 합계출산율의 연령대를 15~49세로 본 통계청의 기간 합계출산율 수치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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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1946년 출생코호트에서 3명 수준이었으며, 1955년 출생코호트까지 2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1962년 출생코호트부터 2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1977년 출생코호트에서 1.5명으로 나타남. 

●●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여성이 평생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자녀 수가 인구 대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 줌.

주: PTFR(기간 합계출산율), year(연도),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cohort(출생코호트).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

[그림 1]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추이

03.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분석 결과

가. 분석 개요

◆◆ 합계출산율은 출생코호트(birth cohort)와 기간(calendar year)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함.

●●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40~44세까지 낳은 평균 자녀 수이며 1956~1960년, 1961~1965년, 

1966~1970년, 1971~1975년 출생 코호트로 구분하여 분석함.

●● 기간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며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년도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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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2% 샘플 2000, 2005, 2010, 2015년 자료,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사회계층별 집단을 구분하는 데 적용한 기준과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집단 혹은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의 네 집단으로 구분함.

●● 취업 상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취업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 혹은 일을 해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비취업자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함.

●● 직업 유형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취업자를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비취업자를 더해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음.

◆◆ 여성들의 학력, 취업 상태, 직업 유형은 합계출산율이 계측된 시점의 상태로서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경우 

40~44세, 기간 합계출산율은 자녀를 출산한 시점(15~49세)의 상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6)

나.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격차 분석 결과

◆◆ 1956~1960년 코호트부터 1971~1975년 코호트까지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코호트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음.

●● 하지만 학력이 낮은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학력이 높은 집단보다 빠르게 하락하여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학력 간 

격차는 최근에 와서 많이 좁혀졌음.

●―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경우, 대졸 이상은 1.77명에서 1.54명으로(0.23명 하락),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0.28명 하락) 하락하여,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격차는 0.22명에서 0.17명으로 

좁혀졌음.

●―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대학원 

졸업은 1.59명에서 1.35명으로(0.24명 하락), 중졸 이하는 2.10명에서 1.63명으로(0.47명 하락) 하락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0.51명에서 0.28명으로 좁혀졌음.

6)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계측된 40~44세의 학력은 거의 완결된 학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취업 상태나 직업 유형은 여성들이 20대 혹은 30대에 가졌던 취업 상태, 직업과 다를 수 있음. 

기간 합계출산율도 자녀를 출산한 시점의 학력과 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높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녀 출산 이전에는 직장이 있었으나 출산하면서 퇴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 글의 분석에서 사용된 학력 수준, 취업 상태, 직업 유형은 해당 연령에서 가지고 있는 학력, 취업 상태 혹은 직업 유형을 통해 대변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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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 와서 중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학력 수준별 코호트 합계출산율

(단위: 명)

출생코호트 전체

두 가지 학력 수준 네 가지 학력 수준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학교 졸 대학원 졸

1956~1960년 1.96 1.99 1.77 2.10 1.90 1.79 1.59

1961~1965년 1.88 1.91 1.80 1.95 1.89 1.82 1.57

1966~1970년 1.84 1.90 1.73 1.92 1.90 1.75 1.49

1971~1975년 1.62 1.71 1.54 1.63 1.71 1.56 1.35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8.

◆◆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의 동일한 학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남.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Occupation(직업 유형), Nonemployee(비취업), Simple Labor(단순노무직), Service & Sales(서비스판매직), 
White Collar(사무직), Professional(전문직), cohort(출생코호트), High School(고졸), University(대학교 졸).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5.

[그림 2] 학력 수준별·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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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합계출산율은 1997~2017년 기간 동안 모든 학력 집단에서 하락하였으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 

출산율이 1.75명에서 1.08명으로(0.67명 하락), 대학 이상 학력의 여성 출산율(1.34명 → 1.07명, 0.27명 

하락)보다 더 급속하게 하락하여 2017년에는 두 집단의 출산율이 거의 유사해졌음.

●● 2000년에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0.48명으로 비취업 여성의 2.34명보다 상당히 낮았으나, 이후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미약하나마 상승하고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여 2017년에는 취업 여성 

0.71명, 비취업 여성 1.50명으로 두 집단 간 기간 합계출산율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표 2> 학력 수준별 및 취업 상태별 기간 합계출산율

(단위: 명)

연도 전체
학력 수준별 취업 상태별

고등학교 이하 대학 이상 비취업 취업

1997년 1.54 1.75 1.34 2.49 0.50 

2000년 1.47 1.73 1.34 2.34 0.48 

2003년 1.19 1.35 1.14 1.79 0.48 

2006년 1.13 1.28 1.12 1.77 0.52 

2009년 1.15 1.38 1.13 1.92 0.58 

2012년 1.30 1.56 1.28 2.17 0.73 

2015년 1.24 1.42 1.23 1.93 0.79 

2017년 1.05 1.08 1.07 1.50 0.71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68, 171 재구성.

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분해와 표준화 분석 결과

◆◆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어떤 사회경제적 집단의 출산율 변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Das Gupta(1993),7) 그리고 Zeman, Beaujouan, Brzozowska, Sobotka(2018)8)의 

분해와 표준화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

7)    Das Gupta, P. (1993).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Rates: A User’s Manual, Current Population Reports, Special Studies, P23-186,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Census.  

8)    Zeman, K., Beaujouan, É., Brzozowska, Z., & Sobotka, T.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25), 65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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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코호트에서는 합계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 구성비 변화와 집단별 출산율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하였으나, 1971~1975년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인구 구성비 변화보다는 출산율 

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졌음.

●● 코호트 합계출산율 하락에서는 학력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여성보다 고졸 이하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 유형별로 살펴볼 때 전문직보다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

●― 고졸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Less JH(중졸 이하), HS(고졸), Univ(대학교 졸), Grad(대학원 졸), R(출산율 효과), C(구성비 효과).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5.

[그림 3]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학력 수준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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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Employee(취업), Nonemployee 혹은 NE(비취업), SL(단순노무직), SS(서비스판매직), WC(사무직), 
Prof(전문직), R 혹은 Rate(출산율 효과), C 혹은 Comp(구성비 효과).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98, 101 재구성.

[그림 4]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취업 여부별·직업 유형별 분해

◆◆ 과거 코호트에서는 셋째아 출산 진도비 감소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감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여성 그리고 단순노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음.

●●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서는 첫째아 출산 진도비 감소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감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 수준,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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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Total(전체), Less JH(중졸 이하), High School(고졸), University(대학교 졸), Graduate(대학원 졸), cohort(출생코호트). 
 2)   dPPR_01은 첫째아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아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아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차지하는 크기임.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8.

[그림 5]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학력 수준별

주: 1)   Total(전체), Nonemployee(비취업), Simple Labor(단순노무직), Service & Sales(서비스판매직), White Collar(사무직), 
Professional(전문직)

 2)   dPPR_01은 첫째아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아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아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차지하는 크기임.

자료: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5.

[그림 6]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직업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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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들어 학력 수준이 낮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됨. 

●●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 효과보다 소득 감소에 의한 출산율 감소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과거보다 상승했지만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여전히 낮아 정부의 일·가족 

균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고학력화나 직업의 전문화로 대변되는 여성 인구 특성의 변화가 아닌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합계출산율 하락에서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 전문직보다는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첫째아 출산 감소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학력 수준 및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었음.

◆◆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정생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합계출산율이 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계층별로 구분하여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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