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향과 정책과제
A Study on The Effect of Late Marriage on Low Fertility in Korea

김태홍·김동식·김은지·배호중·민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37-2



연구보고서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김 태 홍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14-6  93330



머 리 말

우리나라는 경제발 을 해 가족계획사업 등과 같은 인구억제정책

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

산율이 1984년 체출산율 수 인 2.1명 이하로 하락하 다. 그 이후 

이러한 출산율 하락 추이가 계속됨에 따라 1996년에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10년 1.22명으로 

 세계 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 우리나라는 출산과 함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인구고

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노

동력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에 한 사회  부양부담 증

으로 세 간 갈등 심화, 사회보험 지출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지

속가능한 발 을 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는 출산율을 정 수 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도 필요하며 출산의 원인을 다각 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응방안을 극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문제는 만혼과 한 연 이 있고, 이러한 만혼

은 고등교육기  이수 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교육시장 문제, 취업난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노동시장 문제, 결혼⋅출산에 한 

규범  의식 변화, 남녀 결혼 상자 풀의 불균형 등과 같은 결혼시장 



변화 등이 복합 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

연령, 만혼과 출산 계 등을 개별 으로 독립해서 분석한 기존 연구와

는 달리, 이들을 일 성 있게 상호 연계하여 만혼이 출산율에 미친 

향과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

요한 시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결혼유형, 만혼 황과 

특징, 만혼과 출산 등의 황과 추이 분석, 결혼  취업의 동시 결정

분석과 결혼연령 결정요인에 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만혼 원인

을 악하고 상호 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만혼이 첫 자녀 출산시

기, 출산간격 등을 통해서 출산율에 미치는 향, 건강측면에서 만혼 

개념과 만혼여성의 출산에 따른 출산자녀  출산모의 건강문제를 분

석하 다. 이처럼 만혼과 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한 세부 인 분

석을 통해서 각 요인들의 유기  상호 련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출산율 제고를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의 주

 하에 김은지 연구 원, 김동식 연구 원, 배호  연구원 그리고 민

주 경기 학교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해 귀 한 조

언을 아끼지 않으신 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하며 연구결과가 만

혼  출산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변함을 밝 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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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Late Marriage on Low 

Fertility in Korea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fell from the replacement level 

of 2.1 children per women in 1984 to 1.22 in 2010. This rapid 

fertility transition reflected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marriage behaviour, and family life. In recent, 

young people are waiting later to marry, couples are having 

fewer children, and more married women are working in labour 

market. Lower marital fertility is related closely to later marriage 

and greater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In most countries, the effect of marriage delay on the fertility 

decline is largely being offset by increasing cohabitation. 

However, childbearing outside marriage in Korea is very low, 

constituting about 2.0% of births in 2009. Thus late marriage 

affects directly marital fertility in Korea.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are also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both age at 

marriage and fert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toward late marriage and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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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due to a confluence interrelat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cluding remarkable educational gains by 

women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e study reviews the trend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and analyzes inter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employment using b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econd part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first 

marriage age. 

The third part analyzes the effect of late marriage on the birth 

of her first baby and birth interval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he fourth part analyzes relationship between women's 

late marriage and health-related outcomes and the last part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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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 경제활동과 결혼 현황과 특징

⧠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연령별 미혼비율 곡선이 반 으로 상

향 이동(upward shift)하여, 만혼  비혼이 크게 증가했음.

－ 20~44세 연령층에서 남성의 미혼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음. 특

히, 30  반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은 2000년 27.5%에서 

2010년 50.0% 수 으로 높아졌음. 40  반 남성인구의 

15% 정도가 미혼상태로 남아있음.

－ 30  반 여성의 미혼인구 비율은 2000년에 10.3%에서 

2010년에 30.0%수 으로 증가함.

⧠ 2010년 남성의 미혼 인구비율은 30세 이 까지는 교육수 에 계

없이 유사하며 30세 이후부터 학력수 이 높은 집단일수록 미혼비율

의 하락 폭이 더 큰 특징을 보임. 

－ 2010년 기  25세 이후 학력수 이 높은 여성집단일수록 미

혼비율이 더 높음. 특히, 학원을 졸업한 여성집단의 미혼비

율은 다른 학력집단과는 달리 완만한 감소를 보여, 40  반

에는 미혼비율이 15.7%로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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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남성 취업자의 결혼시기는 미취업자에 비해 빠름, 여성은 남

성과 반 로 미취업자의 결혼시기가 더 빠름. 

－ 2000년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상태에 계없이 남녀 모두 2010

년에는 결혼시기가 상당히 늦추어졌거나 혹은 비혼비율이 증

가했음.

－남성 상용근로자는 임시․일용고보다 일  그리고 보다 많이 

결혼함. 이에 비해 여성은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근로자의 

결혼 시기가 유사함.

－남성은 무 가족종사자, 자 업자, 고용주 순으로 미혼비율이 

높음. 남성 고용주는 30  반에 상당히 많이 결혼하여 미혼

비율이 격히 하락함.

⧠ 혼은 취업에 의해서 그리고 취업은 혼에 의해서 상호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남. 혼결정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연령임.

－ 20-24세 집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가장 낮

음. 연령증가에 따라 결혼확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집단은 

30  반임.

－취업 그 자체보다는 정규직 취업이 결혼에 상당한 향을 미

침. 배우자 탐색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할 확률이 낮아졌음.

⧠ ‘미취업과 비혼  만혼, 출산문제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먼  학력수 에 따른 결혼지원정책이 필요함. 

－ 2000년 이후 10년이 지난 재 학력집단과 고학력집단 모

두 결혼지연 상을 나타냄. 미취업 학력집단의 상당수는 40

세 후까지 미혼상태에 있음.

－따라서 청년층집단이 20세 후반이나 30세 반까지 정규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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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력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시행, 청

년인턴사업 효과성 제고,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의 학력 등을 고

려한 다양한 로그램 운 , 이 외에 고졸이하 집단은 소 

제조업으로의 취업 유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층의 창업 

 창직 지원 정책 강화,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확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한 혼인지원 책 마련 

등이 필요함.

Ⅱ. 결혼연령과 출산 현황과 특징

⧠ 법  혼인연령 는 성인연령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 18세 이후 첫 

번째 결혼까지 기간은 102개월(약 8.5년)정도임. 그 결과 첫 결혼연

령은 평균 으로 약 26.5세임.

－ 1951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는 만 18세 이후 

첫 결혼까지 기간이 약 86개월(7년 2개월)인데 비해서, 출생

년도 1971년부터 1980년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는 약 115

개월(약 9.6년)로 훨씬 더 길어짐.

－최근 코호트의 첫 결혼연령이 그 이 보다 높아졌으나, 만 35

세 이후 비혼으로 남아 있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서 ‘결혼 

따라잡기’ 상을 보임.

⧠ 출산이행률을 보면 첫 출산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에 의해서, 둘째출

산의 경우는 결혼연령에 의해서 상당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체 여성들의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 기간의 값은 13개월

임.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의 값은 16개월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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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늦게 출산함.

－그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만혼여성들은 15개월로, 노동시

장에 참여하고 일  결혼하는 여성들보다 오히려 출산간격이 

짧고 출산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첫출산에서 둘째출산 간의 출산간격 값은 31개월이며, 그

에서 만혼인 30 의 출산간격은 35개월임. 

⧠ 만혼한 여성들의 출산이행률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낮아지지 

않으며, 첫째 자녀출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출

산이행률이 높게 나타남.

－노동시장 참여가 첫째 자녀출산에 미친 향이 그 이후 자녀

출산에도 간 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만혼한 

여성들은 일반 으로 늦게 출산하지만, 노동시장에 지속 으로 

참여할 경우 이와 같은 효과가 어들고 있음.

⧠ 노동시장참여와 련된 지원이 출산의 해법으로도 부각될 필요성

이 제기됨. 지속 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일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출

산  육아를 단축 으로 수행하고 일에 집 하는 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만혼 여성들의 출산율 제고를 해서는 만혼한 취업여

성들이 안정 으로 출산하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① 

희망하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②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근성 제고 정책, ③ 

일⋅가정양립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첫출산 이행율과 출산간격이 이후 출산이행률과 출산



7

요
 약

간격에 계속 으로 향을 미치므로, 첫출산에 한 정책효과

가 이후 출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음으로 첫출산 지원 정

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Ⅲ. 만혼과 출산 및 건강 현황과 특징

⧠ 노동여성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량한 

출산결과인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의 출산 비율

이 높고, 최근에는 그 비율이 모든 연령 에서 높아지고 있음.

－결혼연령과 출산지연 기간에 따른 출산결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연령이 낮고 출산지연이 짧을수록 불량한 출산결과의 비

율이 가장 낮았으며, 동일한 출산지연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

산연령이 높을수록 불량한 출산결과 비율은 높음.

－결혼연령, 출산연령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당경량아, 부

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 오즈비가 높음. 그러나 연

령 간 불량한 출산결과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오즈비가 다

소 감소하 으나, 부모의 학력 간 불량한 출산결과 오즈비 차

이는 오히려 더 커짐.

⧠ 여성의 결혼연령과 재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있을수록 

주  건강상태는 더 열악함.

－여성의 만혼화로 인해 반 으로 불량한 출산 비율은 최근 

높아지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는 출산의 

질에 한 심과 함께 산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 함.

※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산 에 여성의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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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리  문제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성 우울증, 불안감  제왕 개술 등의 험을 제거함으로써 

안 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  안녕에 

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에서 비의료 인 

산  리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함.

⧠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한 이후 상당히 늦게 출산한 경우는 자녀를 

일  출산한 경우보다, 그리고 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늦게 출산한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더 열악함.

－ 한 고령 여성은 생물학 으로 은 여성보다 불임 가능성이 

높고, 사회학 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학력이 상 으로 높

아 임신과 출산이 연기되는 경향이 높음.

－따라서 만혼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건강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과 사회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져

야 함.



K
I
H
A
S
A01

서 론





11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경제발 을 해 가족계획사업 등과 같은 인구억제정책

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

년 4.53명에서 1984년 체출산율 수 인 2.1명 이하로 하락하 다. 

1996년에는 이러한 출산율 하락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추이는 

지속되어 2002년 1.17명, 2010년 1.22명으로, OECD 회원국 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출산 상과 함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2000

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2018년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망된다. 한 생산가능인구의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 가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2017

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향후 우리 사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

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에 한 사회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  간 

갈등 심화,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지속가능한 발

을 해할 것으로 망된다. 

이와 같이 장․단기 으로 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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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제로 두됨에 따라 출산과 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러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남녀의 비혼화․만혼화 경향 증가, 자녀 

양육  교육 련 비용과 시간문제, 소득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과 같은 경제  문제, 자녀필요성 약화 등과 같은 가치  변화, 불임 

등 건강문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유럽과는 달리 만혼이 첫째아 출산  

출산율과 한 계를 보임에 따라 결혼연령에 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연구인 조병구 외(2007), 유삼

(2006), 은기수(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학력화와 임 률 상승,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직장 고용불안정 증  등 경제  상황 악화가 주

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결혼연령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즉, 유홍 ‧ 성민(2010), 이삼식 외(2005), 박경

숙 외(2005)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교육의 효용가치 즉, 학력별 임

격차가 고학력으로 인한 교육기간 연장을 상쇄시킴에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 결과 혼연령이 빨라진다. 이에 비해 여

성의 경우 학력수 이 높아지면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임 수 이 증가

하며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  출산을 지연시키

는 효과가 있다. 정창무(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혼인 시 주택마련

은 남성의 혼연령에 부(-)의 향을 미치나, 여성에게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의 만혼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여

성의 학력수  상승 즉, 여성 고학력화와 결혼과의 계는 정(+)의 

계를 보이거나 혹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이태리의 연구에서는 고학력으로 인해서 

결혼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 M. Ray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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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상에 한 원인을 젠더(gender) 계에서 

찾고 있다. 즉, 일본은 일 가정양립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여

성이 경제  지 를 확보하 더라도 가사노동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지연한다. 

그리고 만혼 즉, 결혼 지연과 출산율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도 다

수 있다. 그러나 양 자의 계는 국가별, 시기별, 그리고 연구결과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G. W. Jones(2007) 등의 아시아국가에 한 연구

에 의하면, 미얀마는 아시아지역에서 결혼연령이 극단  높으나, 출산

율은 여 히 체출산율 수 을 약간 넘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만혼이 

아직 심각한 수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싱가포르는 혼인기간 의 낮은 출산율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지만, 1958년부터 시작된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결혼연령 증가에 의해

서 시작되었다. 말 이시아의 1960년 , 1970년 의 출산율 하락은 출

산연령 상승에 그리고 1978년 이후 출산율 증가는 셋째아와 넷째 아 

출산율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차  이후 20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하 다(R. D. 

Retherford, N. Ogawa, R. Matsukura, 2001). 이와 같은 하락은 주

로 결혼 지연에 의해서 발되었다. 그리고 1973년 이후 출산율 하락

의 약 50%는 만혼과 비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은 1970년

, 1980년 의 출산율 하락은 만혼 장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연령 증가가 국의 1950~1970년 출산 감소의 8%, 1971~1980

년은 19% 정도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만혼으로 인한 결혼지연  출산 향문제는 결혼에 한 사회

규범과도 상당한 련이 있다. 주요국의 연령별 합계출산율 추이를 비

교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25〜29세 

여성의 합계출산율 수 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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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선진국은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 출

산율의 분산(variance)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상은 유럽

의 경우 동거가 증가함으로써 만혼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켜

주기 때문이다(M. Kalmijn, 2007). 

동거 련 연구에 의하면 유럽국가의 25~34세 연령층의 실질 인 싱

 비율은(이태리와 스페인 제외) 많은 아시아국가의 공식 독신비율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남성의 만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은 결혼시장에서 상 으로 시장성이 없는(less marketable) 집단

의 결혼연령이 지연됨에 따라, 해외에서 배우자를 구하는데 기인한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러한 만혼집단의 출산율은 통상 인 출산율과 차이

가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만혼 문제는, 고등교육기간 이수 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교육시장 문제, 취업난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과 같

은 노동시장 문제, 결혼 등에 한 규범  의식 변화, 남녀결혼 상자 

풀(available pool of potential mate) 등과 같은 결혼시장 변화 등이 

복합 으로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혼의 원인이 국가별

로, 특정 국가 내에서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산연령, 만혼과 출산 계 등을 개별 으로 

독립해서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들을 일 성 있게 상호 연계하

여 만혼이 출산율에 미친 향과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

책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결혼유형(marriage patterns), 만혼 황과 특징, 만혼과 출산 

등의 황과 추이를 통계 으로 분석하고, ② 결혼⋅취업의 동시 결정

분석을 통한 상호 련성, 결혼연령 결정요인에 한 분석을 통해서 우

리나라 만혼 원인을 악할 것이다. 그리고 ③ 만혼이 실질 으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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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시기, 출산간격 등을 통해서 출산율에 미치는 향, ④ 건강

측면에서 만혼 개념과 만혼여성의 출산에 따른 출산자녀  출산모의 

건강문제를 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출

산율 제고를 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만혼이 출산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서, 각 장별로 차

례로 2장에서는 교육수   경제활동 상태와 결혼 계 분석, 3장은 

결혼시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장은 만혼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향 분석 그리고 5장에서는 만혼과 출산  건강상태에 한 분석을 

하 다. 이와 같은 각 장별 연구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그림 Ⅰ-1]

과 같다.

먼  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선진국의 결혼과 출산 황에 

해서 통계 분석하 다. 이와 함께 교육수   취업과 결혼 계를 통

계청 ｢2000, 2010인구센서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즉, 2000〜2010년 동안에 20〜44세 연령계층별 미혼인구

비율 곡선의 변화와 성별 미혼곡선 비율의 차이, 그리고 교육수 에 연

령별 결혼 시기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서 교육수 별 남녀 연령계

층별 미혼율을 분석하 다. 결혼과 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취업여부

가 결혼에 상당한 향을 미침에 따라 성별⋅경제활동상태별로 결혼시

기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더불어 정규직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 종사상지 별 결혼시기에 한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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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두 번째는 우리나라  외국의 출산 황과 추이, 만혼과 출산 황 

등에 한 문헌연구  통계분석을 하 다. 세 번째는 교육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동거비율이 높은 외국과는 달리 우

리나라는 취업이 결혼  출산에 상당한 향을 다. 이에 따라 취업

과 결혼을 동시에 결정하는지 그리고 취업과 결혼에 각각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자료는 개인의 학력, 직상태, 혼여부, 

임 , 연령뿐만 아니라 가구단 의 정보(부모의 교육 수   취업상태, 

형제자매의 수, 가계의 자산상태) 등을 조사한 한국노동패 (KLIPS) 1

차~11차 자료를 이용하 다. 분석은 혼  직에 한 동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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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는 이변량 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통해 

추정하 다. 즉, 고용과 결혼결정 방정식의 오차항이 상 계가 있다

는 가정 하에 이변량 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고용과 결혼변수간의 내

생성문제를 검하 으며 아울러 혼과 직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3장에서는 결혼시기에 해서 분석하 다. 우리나라도 차 늦어지

는 결혼시기와 출산 추이 속에서 만혼이 단순히 늦어지는 결혼시기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혼으로 연결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

인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개인-주기자료를 

활용하여 만18세 이후 첫 번째 결혼시기까지에 한 사건사 분석을 통

하여 결혼시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은 한국노동패 (KLIPS) 1998-2008년의 자료를 사용하 고 콕

스비례 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을 활용하 다. 분석

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세 가지 유형의 모형을 추정하 다. 첫 번

째 모형은 인구학  특성(출생코호트  교육수 ), 청소년기 때 성장

배경(만 14세 때 가구의 경제  수 에 한 주  평가와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재학여부, 그리고 결혼  

임신여부를 통제하 다.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과 더불어 교육수 과 경제활동상태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통

제하 다. 남성과 여성들의 결혼결정  결혼시기에 한 논의는 교육

수 의 향상 뿐 아니라 경제  지 가 함께 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

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서 통제된 변수들과 함

께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하 다.

4장에서는 만혼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출산 

상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출산의 원인으로 지

목하 는데, 그 에서도 결혼연령은 표 인 인구학  변수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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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늦게 결혼하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출산에 이르지 못하게 되

고, 국가 체 으로는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본 장에서는 만혼과 출산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여성들이 

만혼한 경우 각 출산의 이행률 정도를 분석하 다.

분석은 여성가족패  1차년도(2007)의 생애사 자료를 이용하 다. 

여성가족패 은 여성 사례수가 충분하여 다른 자료에서는 분석하기 어

려운 둘째  셋째 출산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분석은 비례 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 이용하여 ‘첫째출산’, ‘첫째출산에서 둘째출산’, ‘둘째출산에서 셋째

출산’까지의 간격(duration) 는 출산 험도(hazard)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한 인과모형을 분석하 다.

5장에서는 여성의 만혼화에 따른 출산결과  주  건강상태를 분

석하 다. 이를 해 먼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기 으로 출산결과의 

추이, 출산지연 기간과 출생아의 생물학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  

특성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된 출산결과

는 재태연령과 출생체 을 고려하여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

발육부 으로 구분하 다. 두 번째 주  건강상태에 한 분석의 경

우, 결혼연령, 재연령  자녀유무를 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 

후 기혼여성 자신의 불건강 실태  험수  차이를 분석하 다. 

만혼여성의 출산결과 험요인  추이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출생부문 원자료만을 사용하 다. 

출생부문 원자료는 읍⋅면⋅동 는 시⋅군⋅구에 제출된 출생 신고서

를 근거로 해당기  공무원이 출산 련 내용을 인구동태신고시스템에 

입력하면 통계청에 실시간으로 장되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  본 연

구에서는 출산결과의 추이를 분석하기 해 1997년, 2003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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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인 으로 선정하 다. 결혼연령  출산연령 기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에 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하 다. 

결혼연령  자녀유무와 주  건강상태 분석은 여성가족패 자료

를 사용하 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의 결혼연령과 재연령에 따른 주  불건강수 의 순효과는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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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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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혼 및 출산 현황과 특징

1. 결혼 현황과 특징

가. 결혼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난 1970년 295.1천건에서 장기 으로 증

가추세를 보여 1992년 419.7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이후 시기별로 

변동을 보이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2000년 332.0천건, 2005

년 314.3천건 그리고 2010년에 326.1천건이었다. 혼인유형을 보면 

체 혼인 에서 혼비율이 남녀 모두 1990년 이후 92% 후에서 지

속 으로 하락하여 2005년 남성 80.3%, 여성 78.0%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혼비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남녀 각

각 83.7%, 82.3%이었다. 이와 같이 혼비율이 하락한 것은 1990년 

이후 혼건수는 지속 으로 하락한데 비해 이혼 이후의 재혼건수가 

지속 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1995년 경부터 여성의 혼비율이 남

성보다 더 낮은 이유도 이혼 이후 재혼건수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혼연령을 보면 2010년 남성 31.8세, 여성 28.9

세로 2009년에 비해 각 0.2세 상승하 다. 그리고 2000년에 비해 남

성은 2.5세(2009년 29.3세 → 2010년 31.8세), 여성은 2.4세 상승(26.5세 

→ 28.9세)하 다. 연령별 혼인건수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혼인건수가 2009년보다 증가하 다. 특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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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 혼인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체 혼인건수 증감분 1만 

6천 3백건 의 60.7%를 차지하 다. 

주된 혼인 연령층은 2010년 30  반으로 체혼인의 35.6%를 차

지하 고, 2006년까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던 20  후반의 비 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여성의 혼인 건수도 40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09년보다 증가하 다. 남성과 동일하게 30  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며, 년 비 총 증감분  59.5%를 차지하 다. 그

러나 남성과는 달리 주된 혼인 연령층은 20  후반으로 체혼인의 

44.8%이나, 2000년에 비해 4.6%p감소하 고, 30  반의 비 은 

24.6%로 2000년 11.5%에 비해 13.1%p 증가하 다. 

〔그림 Ⅱ-1〕 혼인종류별 건수 및 구성비

(단위 : 천건, %)

혼부부의 연령을 보면 체 혼부부 에서 남성연상 부부는 

2010년 69.1%, 동갑 부부는 16.0%, 여성연상 부부는 14.9%이었다. 

이러한 동갑부부의 구성비는 년과 유사한 수 이나, 여성연상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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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는 년보다 0.6%p 증가하 다. 남성연상 부부의 연령차는 3~5

세가 39.5%로 가장 많으나, 그 비 은 감소하 다. 그리고 여성연상 

부부의 연령차는 1~2세가 73.4%로 가장 많았다.

〔그림 Ⅱ-2〕 연도별 연령별 혼인건수 분포 변화

(단위 : %)

외국인과의 혼인은 2010년 34천건으로 년보다 9백건 증가하 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은 26천건으로 2009년보다 4.5% 증가

하 고,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은 8천건으로 2009년보다 2.4% 

감소하 다. 체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2010년 10.5%로 

년보다 0.3%p 감소하 는데, 이것은 주로 외국 남성과 결혼한 혼인 

구성비가 감소한데 기인한다.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 여성과의 혼인

은 76.7%, 외국 남성과의 혼인은 23.3%이었다.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 은 국(36.6%), 베트남

(36.6%), 필리핀(7.3%) 순이며, 상  2개국이 차지하는 비 이 73.2%

이었다. 그리고 국 여성과의 혼인은 감소한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은 크게 증가하 다.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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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28.8%), 일본(26.3%), 미국(19.0%) 순이었다. 국, 일본 

남성과의 혼인은 년보다 감소하고, 미국 남성과의 혼인은 증가하 다. 

외국 여성과 혼인한 한국 남성의 혼 구성비는 65.3%로 2009년보다 

2.4%p 증가하 고, 재혼 구성비는 34.7%로 2.4%p 감소하 다. 외국 

남성과 혼인한 한국 여성의 혼 구성비는 61.6%로 2009년보다 

4.9%p 증가하 고, 재혼 구성비는 38.4%로 4.9%p 감소하 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부부의 평균 연령차는 2010년 남성이 여성보다 12.1

세 더 많았는데 이것은 2009년보다 1.0세 증가하 다. 한국인 부부의 

평균 연령차보다 9.9세 많으며, 2000년에 비해 5.2세 증가하 다. 한

국 여성과 외국 남성 부부의 평균 연령차는 3.4세로 2009년보다 0.3세 

감소하 다. 즉, 한국인 부부의 평균 연령차보다 1.2세 많으며, 2000년

에 비해 3.2세 감소하 다. 

나. 교육수준 및 취업과 결혼

1) 연령계층별 미혼인구 황과 추이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기  진학률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고등교육 진학률 격차도 지속 으로 축소되어 최근에는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도 있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

 에서 학원에 재학하는 남녀 학생 수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 의 진학률 변화로 인해서 남녀 모두 최종학

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하는 연령도 증가하여 동일한 연령 에서 미혼비율이 증가하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미혼율 즉, ‘전체인구
미혼인구

×’ 변화 추이를 보

면, 2000년 20-24세 인구의 88.4%가 미혼이었다.1) 결혼 령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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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미혼율은 연령과 함께 속히 하락하여, 25-29세 52.3%, 

30-34세에는 18.9%로 부분이 결혼하 다. 그러나 2010년에는 

30-34세 인구 에서 미혼율은 39.6%이었다. 즉, 2010년 30  반 

인구 에서 결혼 안한 인구비율은 략 40%, 30  후반 20%, 40  

반 10%로서, 10년 보다 훨씬 늦은 연령에 결혼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하 다. 

〈표 Ⅱ-1〉 연도별 연령계층별 미혼율 추이

(단위: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00 88.4 52.3 18.9 7.2 3.6 

2010 97.5 77.3 39.6 19.6 10.2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2000, 2010인구센서스｣.

연령계층별 미혼율 변화를 성별로 보면 2000년, 2010년 모두 

20~44세 연령층에서 남성의 미혼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남녀 모두 2000년에 비해서 2010년 미혼율 수 이 크게 증가하여, 만

혼 혹은 비혼이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10년 여성

의 연령별 미혼율 곡선이 2000년 남성 미혼율 곡선보다 약간 더 높아

졌다. 

2000년의 경우 30-34세 연령층에서 미혼여성비율은 10.3%로 부

분이 결혼을 완료했는데 비해서, 2010년에는 약 30% 여성이 미혼상태

로 남아 있었다. 30-34세 연령층 남성의 경우 2000년 27.7%가 미혼

이었는데, 2010년에는 50% 수 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2010년에는 

40  반 남성의 15% 정도가 여 히 미혼상태로 남아 있었다.

 

1) 혼인상태의 구분은 크게 미혼, 유배우, 별거, 사별 등으로 미혼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

은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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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연도별 남녀 연령계층별 미혼율 

(단위: %)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2000, 2010인구센서스｣.

지난 10년 동안 연령계층별 미혼 남녀인구규모를 보면 <표 Ⅱ-2>와 

같다. 먼  2000년과 2010년의 미혼인구 변화를 보면 20-24세 연령층

에서는 남녀 모두 감소하 으나, 25세 이상에서는 크게 증가하 다. 

〈표 Ⅱ-2〉 연령계층별 미혼남녀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명)

2000년 2010년

미혼남성

(A)

미혼여성

(B)

미혼남성 

초과인구

(A)-(B)

미혼남성

(A)

미혼여성

(B)

미혼남성 

초과인구

(A)-(B)

20-24세 1,977 1,622 355 1,607 1,373 234
25-29세 1,462 817 644 1,540 1,203 338
30-34세 580 218 363 937 533 404
35-39세 225 88 137 550 256 294
40-44세 99 51 48 297 127 170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2000, 2010인구센서스」.

한 미혼 남녀인구 차이를 보면 2010년 20-24세 연령층에서 결혼

한 여성인구비율이 남성보다 많음에 따라, 미혼남성이 미혼여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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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천명 더 많았다.2) 즉,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의 숫자가 더 많아서, 

미혼남성 과규모가 234천명이었다. 이러한 미혼남성 과규모는 

25-29세 338천명, 30-34세 404천명으로 연령과 함께 계속 증가하

다. 이와 같은 미혼남성 과규모는 30세에 어들면서 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은 30세에 어들면서 미혼남성들이 본격 으로 

결혼하는데 기인한다. 

2010년 연령별 미혼 남녀인구 규모 차이를 10년 과 비교하면 20

에서는 미혼남성 과규모가 감소한 반면에,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는 미혼남성 과규모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2000년에 35-39세 미

혼남성 과인구가 137천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56천명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났고, 40-44세 연령층의 경우 48천명에서 127천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나는 등 35세 이상 미혼남성이 크게 증가하 다. 

2) 교육수준과 결혼

남녀미혼인구비율을 교육수 별로 구분해서 보면 2010년 남성의 경

우 20-24세, 25-29세 연령층의 미혼비율은 교육수 에 계없이 비슷

하 다. 그러나 30세 이후에는 교육수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 다. 

즉, 학원을 졸업한 남성의 경우 미혼비율이 25-29세 81.8%에서 

30-34세에는 37.9%로 감하 다. 그리고 졸과 문 졸의 미혼율

도 각각 80% 에서 48% 수 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수가 결혼을 하

다. 이에 비해 졸 남성의 미혼율은 30-34세 67.0% 등으로 감소폭이 

상당히 낮았다. 그 결과 40-44세 남성인구의 35.2%가 미혼상태로 남

아 있었다(〔그림 Ⅱ-4〕참조). 즉, 남성의 경우 30세 이 까지는 교육

수 에 계없이 미혼인구비율이 비슷하 으나, 30세 이후부터 미혼인

2)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인구 차이는 크게 해당 연령층의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와 

연령별 결혼률 차이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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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율이 더 낮아지는 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 2010년 남성의 연령별 미혼비율을 10년 인 2000년과 비교

하면, 25세 이후 교육수 에 계없이 미혼인구비율이 반 으로 크

게 증가하 다. 즉, 졸 남성의 경우 40-44세 연령층의 미혼비율이 

2000년 10.7%이었으나 2010년에는 35.2%로 크게 증가하 고, 고졸

남성도 동일한 기간에 3.8%에서 17.0%로 증가하 다. 그리고 2000년

에 비해서 2010년에는 연령과 함께 학력수 별 미혼인구비율의 편차가 

더욱 확 되었다. 그러나 연령과 계없이 학력수 이 높을수록 미혼비

율이 더 낮은 것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 여성 미혼율을 보면 30세 이 에는 졸이하 여성인구의 미

혼비율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다. 즉, 졸이하 여성의 

미혼비율은 20-24세 68.2%, 25-29세 50.5%이었다. 이에 비해 다른 

학력집단의 경우 20-24세 때 미혼비율이 모두 95% 이상이었다. 그러

나 25세 이후부터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미혼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 다. 즉, 동일한 연령계층에서 학력수 이 높은 여성집단일수록 결

혼한 인구비율이 더 낮았다. 30세 이후 여성인구  미혼비율을 보면, 

졸이하 여성은 20 와는 달리 30세 이후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미혼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학원을 졸업한 여성은 미혼비율이 다

른 집단에 비해서 완만하게 감소되었다. 그 결과, 다른 학력집단은 

40-44세 때의 미혼비율이 5% 미만인데 비해서 이들 집단은 15.7%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미혼율 추이에 의하면 여성은 체로 교육수

이 높으면 결혼을 늦게 하거나 비혼상태에 있는 인구비율이 높은데, 

졸이하 여성과 학원을 졸업한 여성은 상 으로 30세 이후 미혼여

성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 다.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을 2000년과 비교하면 10년 에는 여성 미혼

율이 연령과 함께 격히 하락하 다. 즉, 교육수 에 계없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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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서 30  반에 부분 결혼을 함에 따라, 30  반에는 학

원을 졸업한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집단들이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졸이하 여성은 10년에 비해서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이 가장 크게 변

화되었다. 

〔그림 Ⅱ-4〕 교육수준별 남녀 연령계층별 미혼율 

(단위: %)

<2000년 남성> <2010년 남성>

<2000년 여성> <2010년 여성>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2000, 2010인구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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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00년 졸이하 여성의 미혼율은 20  반에 67.1%에서 20

 후반 28.8%, 30  반 8.7%로 격히 낮아져서, 30  반에는 

졸이하 여성의 부분이 결혼을 하 다. 이에 따라 졸이하 여성의 

미혼율은 연령에 계없이 모든 학력집단에서 가장 낮았었으나 최근에

는 졸이하 여성의 경우 30세 이 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30세 이후

에 결혼하기가 다른 학력집단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제활동상태와 결혼

결혼과 련된 연구에서 의해서 남녀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에 상당히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녀 취업자  미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미혼인구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Ⅱ-5]와 같았다. 

2010년 남성의 미혼비율을 보면 남성취업자의 미혼비율은 25-29세 

이후에 격히 감소하 다. 즉, 25-29세 남성취업자의 77.0%가 미혼이

었으나, 30-34세는 40.1%, 그리고 35-39세는 19.5%로 감하 다. 

그리고 40-44세에서는 9.9%만 제외하고 모두 결혼하 다. 이에 비해 

남성 미취업자의 경우 25-29세 남성 미취업자의 96.4%가 미혼상태에 

있었다. 즉, 25-29세 남성 미취업자의 부분은 결혼하지 않았다. 30세 

이후 남성 미취업자의 미혼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하여, 35-39세 남성 

미취업자의 56.8%, 40-44세 34.3%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상태로 남아 

있었다([그림 Ⅱ-5]).

이에 비해 여성은 남성과 반  상을 보 다. 즉, 20-24세와 40-44

세 연령층을 제외한 25-39세 연령 에서 여성 미취업자 미혼비율은 여

성 취업자보다 더 낮았다. 즉, 여성 미취업자는 취업자보다 더 빨리 결

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5-29세 여성 미취업자의 미혼

비율은 42.9%인데 비해서 취업자는 77.2%, 30-34세의 경우 미취업자 

10.6%, 취업자 31.5% 다. 그러나 40  반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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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비율은 5% 이하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의 결혼형태

로 인해서 여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의 연령별 미혼비율 곡선은 비슷

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2010년의 이러한 경제활동상태별 미혼비율을 10년 인 2000년과 

비교하면 2000년에도 남성 취업자는 미취업자보다 빨리 결혼하는 경향

을 보 고, 여성은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빨리 결혼하 다. 그 결과 

취업한 남녀를 비교하면 여성이 약간 더 빨리 결혼하기는 하나, 남성 

취업자와 결혼시기가 비슷한 특징을 보 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것

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상태에 계없이 남녀 모두 2000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결혼시기가 상당히 늦추어졌거나 혹은 비혼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5〕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미혼인구비율 

(단위: %)

<2000년> <2010년>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우리나라 20〜44세 연령  인구의 미혼비율을 보면, 2000년과 2010

년 모두 취업자의 결혼시기가 미취업보다 빠른 특징을 보 다. 이와 같

은 상은 우리나라 남성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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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해서 결혼을 빨리하는 형태에 기인한 것이다. 

한 2010년 40-44세 연령층 인구의 경우 취업상태에 계없이 미혼비

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 다. 즉, 2010년 40-44세 인구의 90%는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남성 미취업자의 34.3%가 미혼인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을 보이는 것은, 미취업상태에 있는 

40-44세 남성인구가 180천명으로 해당 연령층 체 남성인구의 8.5%

에 불과한데 기인한다.

교육수 별로 구분하여 2010년 취업여부별 남녀 미혼율을 보면, 먼

 졸 남녀인구의 2010년의 연령별 미혼비율 곡선을 보면 문 졸

보다 다소 높으나 반 으로 비슷하 다. 

다만 졸 여성 미취업자의 미혼율이 25-29세 때 61.7%에서 30-34

세 때 13.2%인데 비해서, 문 졸 미취업자는 동일한 연령시기에 각

각 33.4%, 7.2% 다. 즉, 문 졸 여성 미취업자는 부분이 25-29

세 때 결혼하는데 비해서, 졸은 30-34세 때 주로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졸 남녀 취업자의 연령별 미혼율을 보면 30세 이

까지는 거의 동일하 으나, 35세 이후에는 남성 미혼비율은 여성보

다 느리게 하락하 다. 즉, 35세 이상 남성취업자는 여성취업자보다 결

혼을 덜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 졸자의 결혼형태를 2000년과 비교하면 반 으

로 미혼비율곡선이 상향 이동하 다. 특히 졸 남성 미취업자의 경우 

35-39세와 40-44세 미혼비율이 2000년 각각 23.8%, 12.6%에서 

2010년에 55.5%, 25.0%로 크게 증가하 다. 한 지난 10년에 비해

서 30세 이후에도 결혼을 미루는 졸 남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Ⅱ-6]). 

문 졸의 경우 체로 남성 미취업자, 남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여성 미취업자 순으로 결혼연령이 높았다. 특히 2010년 문 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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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는 30-34세 때 90% 이상이 결혼을 완료하 다. 

〔그림 Ⅱ-6〕 경제활동상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연령계층별 미혼율 

(단위: %)

<2000년 문 졸> <2010년 문 졸>

<2000년 졸> <2010년 졸>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2000, 2010인구센서스｣.

남성취업자와 여성취업자를 비교하면 30세 이 까지는 여성 미혼비

율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30세에 어들면서 여성취업자의 미

혼율은 격히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35-39세 때 90%가 결혼을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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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 졸 남녀인구의 결혼형태를 10년 과 비교하면 반 으로 

연령별 미혼율곡선이 상향 이동하여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그러나 

30-34세, 30-35세 연령층의 미혼율곡선의 변화를 보면 10년 에 비

해서 미취업 혹은 취업여성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남성 미취업자의 미혼비율이 격히 높아졌다. 즉, 30-34세, 35-39세 

미취업 남성인구 에서 결혼한 인구비율은 크게 하락하 다.

고졸 남녀인구의 미혼비율은 2010년과 2000년 양 기간 모두 분석

상 연령층에서 남성 미취업자, 남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여성 미취

업자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0년의 미혼비율은 2000년에 비해서 

동일한 연령계층에서 반 으로 높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상태별 고졸 

남녀인구의 미혼비율 곡선은 수 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반 으로 

문 졸과 거의 유사하 다.

2010년 졸이하 남녀인구의 미혼비율을 보면 다른 교육수 을 가

진 인구집단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 다. 즉, 졸이하 남성 미취

업자의 미혼비율은 35-39세 때 71.0%, 40-44세 64.7%로써 40세 

반에도 결혼하지 못한 인구비율이 65%나 되었다. 즉, 미취업상태에 있

는 졸 남성인구의 상당수는 결혼 령기에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 있

었다. 졸이하 남성 취업자도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서 미혼비율이 상

당히 높아서 35-39세의 미혼비율이 47.4%, 40-44세 33.0%이었다. 

졸이하 여성은 남성과는 조 으로 미취업 여성은 이미 20-24세 때 

결혼한 여성비율이 75.9%이었다. 취업여성도 상 으로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여 20-24세 미혼비율이 55.1%, 25-29세 43.9% 다. 

졸이하 남녀인구의 미혼비율을 10년 과 비교하면 2000년에는 

미취업 남성의 미혼비율이 25-29세 때 88.3%에서 35-39세 40.3%, 

그리고 40-44세 때 23.0%로 지속 으로 감소하 다. 즉, 2000년에는 

미취업 졸남성도 결혼연령이 높아질 뿐이지 40  반이 되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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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혼을 완료하 으나, 2010년에는 반 이상이 40세 반에도 미혼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한 2000년 졸이하 여성 취업자의 미혼비율은 

71.3%로 2010년과는 달리 상당수가 25-29세 때 결혼을 하 다. 즉, 

졸이하 여성취업자의 경우 결혼연령이 2000년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그림 Ⅱ-7〕 경제활동상태별 중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연령계층별 미혼율 

 (단위: %)

<2000년 졸이하> <2010년 졸이하>

<2000년 고졸> <2010년 고졸>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2000, 2010인구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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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종사상지 에 따른 연령별 미혼비율을 보면 [그림 Ⅱ-8]과 

같았다. 먼  상용근로자와 임시  일용고 남성근로자를 보면, 2010

년 남성 상용근로자의 미혼비율이 분석 상인 모든 연령계층에서 임

시․일용고보다 낮았다. 즉, 남성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결혼연령이 임

시․일용고보다 더 낮았다. 그 결과 35-39세 남성의 경우, 상용근로자

는 95.9% 그리고 임시․일용고는 81.2%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비해 여성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고의 결혼시기가 같았다. 

지난 10년 과 이러한 결혼시기를 비교하면 남성근로자의 경우 상

용근로자가 임시․일용고보다 결혼시기가 빠른 구조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반 으로 연령별 미혼비율이 증가하여, 결혼연령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 다. 여성의 경우 2000년에는 임시․일용고의 미혼비율이 

상용근로자보다 더 낮아서, 상용근로자보다 더 빨리 결혼했었다. 그러

나 2000년 이후 여성 임시․일용고의 미혼비율이 높아져서, 상용근로

자와 임시․일용고의 결혼시기가 거의 같아졌다. 

그리고 남녀 비임 근로자의 연령별 미혼비율을 보면 무 가족종사

자, 자 업자 그리고 고용주 순으로 높았다. 남성 무 가족종사자의 미

혼비율을 보면 2010년 35-39세 57.8%, 40-44세 26.5%로 상당히 높

았다. 즉, 40  반에도 결혼하지 않은 남성 무 가족종사자가 략 

25%나 되었다. 이에 비해 자 업자와 고용주는 30-34세에 미혼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30  반에 결혼을 많이 하여, 30  후반에는 각각 

략 80%, 90%가 기혼이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 무 가족

종사자는 25-29세에 미혼비율이 37.3%로 이 시기에 결혼을 많이 하

다. 그리고 30  반 무 가족종사자는 95%가 기혼이었다. 이와 같

은 상은 무 가족종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하지 못한 것과 

은 나이에 결혼을 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무 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

을 많이 하는 것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두 요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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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요인이 더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림 Ⅱ-8〕 경제활동상태별 남녀근로자의 미혼비율(2010년)

(단 : %)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비임 근로자의 결혼시기를 10년 과 비교하면 남성은 10년 에 

비해서 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40세 미만 연령층의 미혼비율이 크

게 증가하 다. 그러나 미혼비율곡선은 10년 이나 지 이나 동일하

게 무 가족종사자, 자 업자, 고용주 순으로 높았다. 여성 비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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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10년에 비해서 반 으로 미혼비율곡선이 상향 이동하 으나, 

여성 무 가족종사자의 미혼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동일하 다.

〔그림 Ⅱ-9〕 연도별 경제활동상태별 미혼인구비율 

자료: 통계청(해당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2. 출산 현황과 특징

가. 출산 현황과 추이

<표 Ⅱ-3>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혼연령은 지속 으로 상

승함에 따라 첫째아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도 증가하 다. 즉, 2000

년 첫째아 출산시 모(母)의 평균 연령은 27.68세 으나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30.09세로 2.41세 상승하 다. 한 둘째  셋째아 출산 

모(母)의 연령도 상승하여 2010년 각각 32.01세, 33.90세 다.

우리나라의 첫째아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은 OECD 회원국 평균 27.8세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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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OECD 회원국 에서 첫째아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이 높은 국

가에 속했다. 멕시코, 미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등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평균연령이 상 으로 낮

았다([그림 Ⅱ-10] 참조).

〈표 Ⅱ-3〉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단 :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0대비

증감

전  체 29.0 29.3 29.5 29.7 30.0 30.2 30.4 30.6 30.8 31.0 31.3 2.26

첫째아 27.7 28.0 28.3 28.6 28.8 29.1 29.3 29.4 29.6 29.9 30.1 2.41

둘째아 29.7 29.9 30.2 30.4 30.8 31.0 31.3 31.5 31.7 31.8 32.0 2.33

셋째아 32.2 32.5 32.7 32.9 33.1 33.3 33.5 33.6 33.8 33.9 34.0 1.80

넷째아 이상 34.5 34.8 34.9 34.9 35.2 35.4 35.4 35.5 35.7 35.7 35.8 1.21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출생․사망통계.

〔그림 Ⅱ-10〕 여성의 첫째 출산 평균연령(2008년)

주: 통계기준 연도는 캐나다, 이태리 2007년, 멕시코, 미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은 2006년,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덴마크는 각각 2005년임.

자료: Eurostat (2010) and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2010)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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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첫째아 출산 시기가 지연된 정도를 보면, 1970〜1995년에

는 랑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벨기에, 이태리와 

같은 유럽국가에서 첫째아 출산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어, 이들 국가는 

동 기간에 첫째아 출산 시기가 평균 3세 이상 상승되는 상을 보 다. 

그리고 1995〜2008년 기간에는 우리나라 첫째아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이 2.60세 상승하여 분석 상인 OECD 회원국 에서 슬로바키아

(3.09세) 다음으로 출산시기가 가장 지연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독일(2.54세), 그리스(2.21세), 포르투갈(2.15세) 

순이었고, 일본은 1.60세 상승하 다. 

〔그림 Ⅱ-11〕 주요국의 첫째아 출산 시기 지연 정도

주: 통계기준 연도는 캐나다, 이태리 2007년, 멕시코, 미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은 2006년,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덴마크는 각각 2005년임.
자료: Eurostat (2010) and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2010)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우리나라 2010년 총 출생아수는 46만9천9백 명으로 년(44만4천8

백 명)보다 2만5천1백 명(5.6%) 증가하 다. 그리고 조(粗)출생률(인구 

천 명당 출생아수)은 9.4명으로 년(9.0명)보다 0.4명 증가, 1일 평균 

출생아수는 1,287명으로 년(1,219명)보다 68명 증가하 다.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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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조출생률 추이를 보면 2000년 13.3명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

여 2005년 8.9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소 회복되어 2010년에

는 9.4명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출산아 수도 2000년 634.5천명에서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5년 435천명을 기록한 이후, 최근 440〜490

천명 수 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혼연령이 1990

년 남녀 각각 27.8세, 24.8세에서 지속 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각

각 31.8세, 28.9세로 나타났다. 한 혼연령 상승과 함께 여성의 첫

째아 출산연령도 1995년 26.5세에서 2008년 29.6세, 2010년 30.1세

로 지연되는 등 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상당한 연 성을 보인다. 

그러나 EU 통계를 이용하게 본 연구자가 간략하게 주요 선진국 여

성의 혼연령과 첫 출산연령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

리나라, 스페인, 이태리, 독일, 폴란드를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첫째아 출산연령이 혼연령보다 더 낮다. 이러한 상은 이들 국가의 

경우 만혼이 첫째아 출산에 큰 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그림 Ⅱ

-12] 참조).

〔그림 Ⅱ-12〕 주요 선진국의 여성 초혼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 분포

 

자료: Eurostat (2010) 출산 및 결혼연령 자료 DB를 이용하여 작성,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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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경우 만혼이 출산에 향을 주지 않는 주요 요인은 

혼외출산과 련이 있다. 주요국의 혼외출산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혼

외출산비율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1.5%이다. OECD 회원국 

평균 혼외출산비율은 36.3%인데, 일본, 그리스, 스 스, 이탈리아, 폴

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은 상 으로 혼외출산비율이 낮은 국가

에 속한다. 이에 비해 아이슬란드의 혼외출산비율은 64.1%로 가장 높

고,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국 등도 

45%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

〔그림 Ⅱ-13〕 주요국의 혼외 출산비율(2008년)

주: 통계기준 연도는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2007년, 한국 2006년, 캐나다

각각 2005년임.
자료: Eurostat (2010) and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2010)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율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의 법  혼외

외의 출산 자녀수는 1981년 9.7천명이었고, 체 출산 자녀의 1.1%를 

차지하 다. 1981년 이후 혼인 외의 출산 자녀수는 시기별로 등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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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하 다. 즉, 1980년 에는 지속 으로 하락하여 1989년 5.2천명까

지 하락하 다. 1990년 에는 반에 증가하여 9.3천명이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1998년 4.2천명으로 감소하 다. 1999년 이후에는 지

속 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9년 8.7천명이었다. 체 출생아 

에서 혼인 외의 자녀수 비율을 보면 1980년  완만한 하락, 1990년

 반 격한 하락을 제외하면, 반 으로 증가하 다. 특히 1998

년 경제 기 이후 혼인 외의 자녀 비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1998

년 0.6%에서 2009년에는 2.0%를 나타내었다. 

〔그림 Ⅱ-14〕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자녀 추이

(단 : 천명, %)

자료: 통계청 (2011), KOSIS.

나. 만혼과 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만혼 문제는, 고등교육기간 이수 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교육시장 문제, 취업난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노동시장 

문제, 결혼 등에 한 규범  의식 변화, 남녀결혼 상자 풀(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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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of potential mate) 등과 같은 결혼시장 변화 등이 복합 으로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혼의 원인이 국가별로, 특정 국

가 내에서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국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싱가포르 등에서는 지

역 남성의 만혼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상은 결혼시장에서 상 으로 시장성이 없는(less marketable) 

집단의 결혼연령이 지연됨에 따라, 해외에서 배우자를 구하는데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과 결혼한 만혼집단의 출산율은 통상

인 출산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만혼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먼  여성의 학력수  상승 즉, 여성 고학력화와 결혼

과의 계는 정(+) 혹은 통계 으로 무의미한 계를 보인다. 이에 비

해 일본, 이태리는 결혼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J. M. 

Raymo, 2003)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상의 원인을 젠더 계에서 찾

고 있다. 즉, 일본 등은 일⋅가정양립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이 경제  지 를 확보하 더라도 가사노동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

에 결혼을 지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유럽과는 달리 만혼이 첫째아 출산  출산율

과 한 계를 보임에 따라 결혼연령에 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조병구 외(2007), 유삼 (2006), 은기수(2005)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고학력화와 임 율 상승,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직장 고용불안정 

증  등 경제  상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연령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유홍 ⋅

성민(2010), 이삼식(2005), 박경숙 외(2005)에 의하면 고학력은 남

성의 경우 교육효용가치 즉, 학력별 임 격차가 교육기간 연장을 상쇄

함에 따라 배우자 선택이 넓어져서 혼연령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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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여성은 임   근로조건 등이 좋은 일자리에 한 취업 

기회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통계 으로 무의

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정창무(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혼인 시 주택마련이 남성의 혼연령에 부(-)의 

향, 여성에게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만혼 즉, 결혼 지연과 출산율 간의 계를 분

석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둘의 계는 국가별⋅시기별 

그리고 연구결과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G. W. Jones(2007)의 

아시아국가에 한 연구 등에 의하면, 미얀마는 아시아지역에서도 결혼

연령이 극단 으로 높으며, 출산율은 체출산율 수 을 약간 넘고 있

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만혼이 심각한 수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 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

르의 경우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혼인기간  출산율 하락이었지

만, 1958년부터 시작된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결혼연령 증가로부터 시

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 이시아의 1960년 , 70년 의 출산율 하락

은 으로 출산연령 상승에 기인한 것에 비해 1978년 이후 출산율 

증가는 셋째아와 넷째아 출산율 증가에 의해서 나타났다. 

일본은 2차  이  20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하 다(R. D. Rethe

rford, N. Ogawa, R. Matsukura, 2001). 이와 같은 하락은 주로 결

혼 지연에 의해서 진되었는데 1973년 이후 출산율 하락의 약 50%

는 만혼과 비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만혼 장려는 1970

년 , 1980년 에 국 출산율 하락에 하면서도 가장 요한 역할

을 하 다. 해당 연구 따르면 결혼연령 증가가 1950-70년  출산 감소

의 8%, 1971-80년은 19%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만혼으로 인한 결혼지연  출산 향문제는 결혼에 한 사

회규범과도 상당한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연령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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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추이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

하고 25〜29세 연령층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30  반 여성의 출

산율이 가장 높으며 30  후반  40  합계출산율 그리고 20  반 

출산율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분의 선진국은 합계출산

율이 우리나라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 출산율의 분산(variance)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는데([그림 Ⅱ-15]) 이러한 상은 

유럽의 경우 만혼이 출산에 미치는 향이 증가하는 동거에 의해서 상

쇄되기 때문이다(M. Kalmijn, 2007). 동거 련 연구에 의하면 유럽국

가의 25-34세 연령층의 실질 인 싱 비율(이태리와 스페인 제외)이 

많은 아시아국가의 공식 독신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5〕 각국의 연령계층별 출산율

자료: Eurostat 2011년 통계 DB(2008년 기준), 한국은 인구동태조사(2009년 기준)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함.



49

Ⅱ‧
 결
혼
 및
 출
산
 현
황
과
 특
징

우리나라 남녀인구의 만혼  비혼에 한 일반 인 가치와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림 Ⅱ-16]과 같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만혼은 

고용  소득, 교육, 결혼생활 그리고 독신 삶  배우자에 한 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만혼에 향을 미친다고 찬성 혹은 매우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요인은 취업  경제  문제 다. 취

업  경제  문제를 세분하면 ‘미취업’ 혹은 ‘불안정한 직장’, ‘과 한 

결혼비용’, ‘충분하지 못한 수입’,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하여서’ 순으

로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그림 Ⅱ-16〕 우리나라 남녀의 만혼 및 비혼에 대한 태도(2009년)

주: 숫자는 해당 항목이 만혼에 영향을 준다는데 ‘전적으로 찬성’ 및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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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삶에 한 선호’, ‘결혼에 한 필요성 약화’, ‘배우자 기 수

이 높아져서’와 같은 요인도 만혼이나 비혼에 향을 주고 있다는데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도 70〜80% 로 상당히 높았다. 미혼남성은 이 

질문에 해 기혼 혹은 미혼여성보다 찬성비율이 약간 낮았다. 상당수

의 응답자는 ‘시  심의 결혼생활 부담’, ‘결혼에 따른 의무와 부담’

도 만혼과 비혼에 향을 다고 했다. 동 질문의 경우 미혼여성의 찬성 

응답률이 기혼여성보다 약간 더 높고, 미혼남성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 

상당수의 응답자는 ‘길어진 교육기간’도 만혼에 향을 주고 있다는

데 찬성하 다. 그러나 혼인상태별 성별로 찬성하는 비율에서 약간 차

이를 보 다. 즉, 기혼여성의 찬성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은 미혼여성(68.5%), 그리고 미혼남성은 63.3%로 가장 낮았다.

3. 취업과 결혼 관계 분석

가. 분석자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동거비율이 상당히 낮고,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은 한 련이 있다. 이에 따라 상 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지

는 상 즉, 만혼은 출산에 직․간 으로 향을  수 있다. 앞에서 

통계청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은 교육연수  취업과 한 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에서는 취업과 결혼을 동시에 선택 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 결혼 혹은 결혼 후 취업하는지, 그와 같은 취업과 결

혼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차~11차 자료를 이용해 취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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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동시 결정 련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 ｣조사는 국내

유일의 노동 련 가구패 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 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한국노동패 ｣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표하는 패 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1차 조사(2008년)까지 이용이 가능

하다. 한국노동패 을 통해 결혼과 출산력을 포함한 가족형성력을 비교

 상세히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고 (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토 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를 통해 

개인의 취업력에 해서도 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취업  결혼 결정

과 련된 모형을 추정하기에 합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노동패  1차 연도를 기 으로 

미혼이면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집단을 상으로 하 다. 이에 따라 2차 

연도부터 결혼을 하여 새로 가구를 형성한 표본 이외에 탈락(attrition)

하여 체된 표본 에서도 처음 취업  처음 결혼한 기간이 모두 

1998년 이후인 사람은 분석 상에 포함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상인 표본은 노동패  1차 연도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미혼보다 

약간 더 많은 4,776명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2,607명, 여성이 2,169

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패  11차 연도인 2008년을 기 으로 혼

인상태를 보면 미혼이 3,034명, 기혼이 1,742명이었고, 취업상태를 보

면 미취업자 1,987명, 취업자가 2,78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기 로 취업  결혼 상태를 분석하면, 

남성 취업자 비율은 61.8%, 기혼비율은 31.5%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

은 취업자비율이 54.3%로 남성보다 낮았으나, 기혼비율은 42.5%로 남

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 다. <표 Ⅱ-4>와 같이 혼  직 여부

별로 보면, 체 분석 상자의 29.0%는 취업과 결혼을 모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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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분석대상자의 결혼 및 취업상태별 분포

(단위: 명, %)

초혼

초직

초혼

미취업

미혼

초직

미혼

미취업
전체

여성 584 337 593 655 2,169 

남성 800 21 812 974 2,607 

전체 1,384 358 1,405 1,629 4,776 

구성비

여성 26.9 15.5 27.3 30.2 100.0

남성 30.7 0.8 31.1 37.4 100.0

전체 29.0 7.5 29.4 34.1 100.0

그리고 취업은 했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29.4%, 결혼

은 했으나 직장을 한 번도 가진 경험이 없는 집단이 7.5%, 마지막으로 

아직 결혼도 취업도 못한 집단이 34.1%이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 으로 결혼은 했으나 취업경험이 

 없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남성은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한 집단, 취업은 했으나 결혼을 하지 못한 집단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특징을 보 다.

결혼과 취업을 모두 한 집단 1,384명의 혼과 직의 순서를 보면, 

체 분석 상자의 71.3%(987명)는 취업을 한 이후에 결혼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28.7%(397명)는 결혼하고 난 뒤에 취업

하 다. 성별로는 여성은 결혼을 먼 하고 취업한 비율(31.7%)이 남성

(26.5%)보다 약간 더 많은 특징을 보 다.



53

Ⅱ‧
 결
혼
 및
 출
산
 현
황
과
 특
징

〔그림 Ⅱ-17〕결혼연령별 결혼 및 취업순서별 남녀인구 분포

(단위: 명)

<여 성> <남 성>

연령별 결혼  취업 순서에 따른 남녀인구 분포를 보면, 여성의 경

우 25세 까지는 ‘결혼하고 취업한 사람’이 ‘취업하고 결혼한 사람’보

다 약간 더 많았다([그림 Ⅱ-17]). 그러나 25〜35세 연령층에서 ‘취업

하고 결혼한 여성’의 구성비가 으로 높았다. 남성은 20 에는 

‘결혼하고 취업한 사람’과 ‘취업하고 결혼한 사람’의 구성비가 거의 비

슷하 으나, 20  반부터는 부분이 취업한 뒤에 결혼하 다. 

나. 분석 모형 및 변수 특성

우리나라의 취업과 출산간의 계에 한 분석에 의하면 취업과 출

산 간에는 상당히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체 그리고 남녀로 구분하여 혼과 취업이 한 련

이 있는지를 이변량 로빗 모형(Panel Bivariate Probit Model)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고용과 결혼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은 내생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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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eity problem)를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은 먼  고용과 결혼결정 방정식의 오차항이 상 계가 있다

는 가정 하에 이변량 로빗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

로는 취업결정 방정식의 독립변수  하나인 결혼결정이 내생변수이고, 

취업결정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고 가정한 뒤, 2SLS(IV) 패  모형

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의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다. 

패 데이터를 이용한 이변량 모형에서 고용과 결혼에 한 동시결정

을 분석하기 해서, 종속변수로는 결혼확률()과 취업확률() 두 

가지를 사용하 다. 설정된 모형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식에서 측 

가능한 변수는 와 이며, 그 결과 실제 의사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기에 개인 가 취업할 경우   로 정의

하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기에 

개인 가 결혼을 결정한다면     , 그 지 않은 경우   으로 

정의한다. 

          ···································  (1) 


          

       
 ≤ 

        ,       
 ≤ 

   
   

취업  결혼 동시 결정 련 모형과 련해서는 이변량 로빗 모형

(Panel Bivariate Probit Model)을 통해 추정을 시도하 다. 이변량 

모형은 아래식과 같다. 여기서 종속변수로는 혼인확률()  노동시

장참가확률()을 이용하 다. 취업결정모형은 인 자본변수, 졸업이후 

구직기간, 가구소득, 연령  결혼상태 등 인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 다. 이에 비해 결혼결정모형은 결혼결정  결혼연령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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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결혼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취업상태, 잠재소득을 

나타내는 인 자본변수, 졸업이후 배우자 탐색기간, 인 특성변수를 설

명변수로 사용하 다. 

                   ·························· (2) 

                  

   단,    ∼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은 서로 련이 없어 보이는 변수지만, 오차항

은 상 계를 갖고 있다. 잠재  변수(Latent variable)인 
와 

는 

         계에 따라 0과 1의 값을 갖는 측더미변수 

와 로 체된다. 라미터는 수렴속도가 매우 긴(long 

convergence)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구하며, 이 때 

수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결합분포로부터 얻어진 네 개

의 셀 확률(cell probabilities)로 구성된다. 두 개의 분산과 공분산은 

함수의 계를 갖게 되고, 이에 한 상 계수는 로 결정된다. 취업과 

결혼의 내생성을 검증하기 해 귀무가설을     로 설정하 는

데, 이는 두 개의 독립 인 로빗 모형을 이변량 로빗 모형으로 간

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통계 으로 0과는 다른 값을 가

지면, 결혼과 취업결정이 함께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기 통계는 <표 Ⅱ-5>와 같다. 

앞에서 언 하 듯이 분석 상자는 4,777명이고, 이 에서 남성은 체 

분석 상자의 54.6%를 차지하 다. 



56

저
출
산
에
 대
한
 만
혼
의
 영
향
과
 정
책
과
제

〈표 Ⅱ-5〉모형에 이용된 설명변수 및 기초통계

변수 설명
평균

전체 남성 여성

Sex 성별 (남성=1, 여성=0) 0.546
(0.498) - -

Wage1 연령더미(25세~29세=1, 그렇지 않으면=0)
(초직당시 또는 최종응답 연도 기준)1)

0.403
(0.491)

0.381
(0.486)

0.429
(0.495)

Wage2 연령더미(30세~34세=1, 그렇지 않으면=0) 0.171
(0.377)

0.221
(0.415)

0.112
(0.315)

Wage3 연령더미(35세 이상=1, 그렇지 않으면=0) 0.065
(0.246)

0.086
(0.280)

0.040
(0.195)

Dedu1 교육수준(고졸=1, 그렇지 않으면 =0) 0.474
(0.499)

0.507
(0.500)

0.434
(0.496)

Dedu2 교육수준(전문대=1, 그렇지 않으면 =0) 0.163
(0.370)

0.127
(0.333)

0.206
(0.405)

Dedu3 교육수준(대졸⋅대학원졸=1, 그렇지 않으면 =0) 0.272
(0.445)

0.269
(0.444)

0.275
(0.446)

Dreg1 거주지역(서울특별시 =1, 기타=0) 0.795
(0.404)

0.796
(0.403)

0.794
(0.405)

Dreg2 거주지역(부산 등 광역시=1, 기타=0) 0.236
(0.425)

0.239
(0.427)

0.232
(0.422)

D_student 재학 여부(재학 중=1, 비재학 중=0) 0.287
(0.452)

0.288
(0.453)

0.285
(0.451)

Demp_bw 지난 기 취업여부더미(1=취업, 0=미취업)
(초혼직전 연도 또는 최종응답 직전 연도 기준)

0.111
(0.314)

0.107
(0.309)

0.116
(0.320)

Femp_reg 정규직 취업 더미 
0.435

(0.496)
0.474

(0.499)
0.388

(0.487)

D_license 자격증 보유여부(보유=1, 미보유=0) 0.075
(0.263)

0.069
(0.254)

0.081
(0.272)

WDu_p 최종학교 졸업 후 배우자 탐색기간(개월)
(미혼은 최종응답 연도 기준)

55.117
(67.250)

57.044
(73.620)

52.796
(58.594)

Eage1 연령더미(25세~29세=1, 그렇지 않으면=0)
(초혼당시 또는 최종응답 연도 기준)

0.313
(0.464)

0.394
(0.489)

0.216
(0.412)

Eage2 연령더미(30세~34세=1, 그렇지 않으면=0) 0.123
(0.329)

0.117
(0.322)

0.130
(0.337)

Eage3 연령더미(35세 이상=1, 그렇지 않으면=0) 0.051
(0.221)

0.042
(0.201)

0.063
(0.242)

Dwed_be 지난 기 혼인여부더미(1=기혼, 0=미혼)
(초직직전 연도 또는 최종응답 직전 연도 기준)

0.158
(0.365)

0.089
(0.285)

0.241
(0.428)

EDu_p 최종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개월)
(미취업자는 최종응답 연도 기준)

40.649
(64.185)

36.817
(60.358)

45.266
(68.241)

Lfin_asset 가구자산 (가구소득+가구자산-분석대상자 소득) 6.998
(1.495)

6.959
(1.503)

7.046
(1.483)

관찰갯수 4,777 2,607 2,170

 주: 1) 최종응답연도는 11차 노동패  조사시 을 의미함.
2) (    )는 표 편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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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변수를 보면 먼  혼인결정모형에 사용되는 연령은 분석 상기

간에 혼한 집단은 혼시 의 연령을 그리고 혼을 하지 않은 집단

은 최종응답연도(노동패  11년차 조사시 )를 기 으로 한 연령을 나

타낸다. 동 변수의 연령더미를 보면 기 연령 는 20-24세이다. 그리고 

25-29세, 30-34세 집단의 구성비는 각각 41.3%, 17.1%이었다. 이와 

같이 25-29세 연령층이 많은 것은 분석 상인 1998년 미혼인 집단을 

기 으로 2008년까지 혼인상태 변화를 찰하여 분석한데 기인한다. 

교육변수의 경우 기 학력수 은 고졸미만이고, 체 분석 상자 

에서 고졸이 가장 많아서 47.4%, 문 졸 16.3%, 졸  학원졸 

이상이 27.2%이었다. 그리고 체 분석 상집단 에서 재학생 비율이 

28.7%이었다. 이와 같은 재학생에는 고등학교, 학교 뿐만 아니라 

학원 석사  박사 재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혼 직 연도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혼 직 연도 취업자의 비율

이 11.1%로 미취업자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이 혼 직 연도 취

업자 비율이 낮은 것은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 다가 혼 직 에 미

취업상태로 환된 집단이 다수 존재하는데 기인한다. 그리고 취업자 

비율에 비해서 혼직  기(期)의 취업자 비율이 낮은 것은, 취업자 

에서 취업은 했으나 아직 혼을 하지 않은 집단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 기인한다. 

정규직 취업더미도 43.5%로 혼직  기(期)의 취업자 비율보다 높

은 것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취업했으나 아직 혼을 하지 

않은 집단 비율이 상당수 있는데 기인한다.

다. 추정결과

혼과 취업결정에 한 이변량 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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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같았다. 체 이변량 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는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함수의 오차항의 상 계를 나타내

는 의 값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즉, 혼은 

취업에 의해서 그리고 취업은 혼에 의해서 상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혼과 취업결정이 함께 결정되는 내생성(endogeneity)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결정함수 설명변수의 추정계수  먼  성별 더미의 추정계수를 

보면 음(-)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조건

이 동일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양(+)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즉, 25-29세 더미변수, 30-34세와 35세 이상 더미

변수는 모두 통계 으로 유미하 다. 연령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보면 취업여성이 혼할 확률은 20-24세에 비해서 25-29세 

연령층은 25.5%, 30-34세는 31.7% 그리고 35세 이상은 30.7%나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3) 즉, 상 으로 혼할 확률이 높은 연령층은 

30-34세 집단이었고, 그 다음은 35세 이상, 25-29세 그리고 25세 미

만 연령층이었다. 

취업과 련된 설명변수를 보면 지난 기(前期)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 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직이 정규직

인 설명변수는 통계 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 다. 즉, 취업여

부보다는 정규직으로 취업했느냐가 결혼확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무의미(insignificant)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계효과의 산정식은 W. H. Greene(1996), Marginal Effects in the Bivariate Probit 
Model, NYU Working Paper No. EC-96-11,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 
- Department of Economic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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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초혼과 취업결정 이변량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전체)

D_marry(초혼)

추정계수 표본오차 한계효과

Sex -0.091___ 0.072 -0.0341
Wage1 0.701*** 0.103 0.2554
Wage2 0.990*** 0.133 0.3170
Wage3 1.087*** 0.210 0.3078
Dedu1 -0.084___ 0.201 -0.0319
Dedu2 -0.293___ 0.217 -0.1132
Dedu3 -0.129___ 0.217 -0.0490
Dreg1 0.005___ 0.078 0.0019
Dreg2 -0.536*** 0.079 -0.2062
D_student -1.316*** 0.134 -0.4894
Demp_bw 7.833___ 3057.202 0.7932
Femp_reg 0.439*** 0.086 0.1664
D_license -0.044___ 0.110 -0.0166
WDu_p -0.008*** 0.001 -0.0030
Lfin_asset -0.033___ 0.023 -0.0123
D_parent 0.114___ 0.079 0.0436
constant -0.362___ 0.277 -

D_emp(초직)
추정계수 표본오차 한계효과

Sex -0.087___ 0.162 -0.0040
Eage1 0.315___ 0.205 0.0136
Eage2 0.359___ 0.318 0.0127
Eage3 0.420___ 0.479 0.0133
Dwed_be 0.149___ 0.269 0.0062 
D_license 1.979*** 0.377 0.0293
EDu_p -0.011*** 0.002 -0.0005
D_student -4.934*** 0.273 -0.9448
Dedu1 -0.205___ 0.257 -0.0099 
Dedu2 -0.003___ 0.394 -0.0001
Dedu3 1.033*** 0.338 0.0377
Dreg1 0.230___ 0.179 0.0122
Dreg2 -0.003___ 0.172 -0.0001
Lfin_asset -0.039___ 0.048 -0.0018
constant 3.270*** 0.499 -
 0.4149***
Log likelihood -1113.9982***
N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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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더미변수를 보면 도(道)에 거주하는 집단은 역시 거주 집

단보다 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에 의하면 취업

한 도(道) 거주자의 혼확률은 역시 거주자보다 20.6%나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외에 혼결정함수의 설명변수 에서 추정계수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설명변수는 재학생 더미변수, 졸업후 배우자 탐색기간 변수인데, 

이들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혼확률에 향을 주었다. 즉, 재학생인 

경우 졸업생에 비해, 그리고 졸업한 이후 배우자탐색기간(mate search 

period)이 길수록 혼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에 향을  것으로 상한 가구 소득  자산에서 미혼 본인의 소

득을 공제한 변수, 양친생존을 나타내는 변수, 자격증 유무 더비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 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결정함수를 보면 성별더미, 연령변수더미는 혼결정모형과는 달

리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학력변수 

에서 졸  학원졸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 으로 양(+)

의 방향으로 유의미하 다. 학력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졸  학

원을 졸업한 기혼집단은 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 비해서 취업할 확률

이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격증을 가진 집단은 그 지 않

은 집단에 비해서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기간(job 

search period)이 길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혼인  취업형태가 남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 

 취업결정모형을 성별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하 다. 먼  남성을 

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보면 결혼과 취업결정은 상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혼결정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연령이 

혼에 상당히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5-29세, 30-34세, 

35세 이상을 나타내는 연령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모두 양(+)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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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연령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30-34세 

남성취업자는 25세 미만 남성취업자에 비해서 혼할 확률이 31.2% 

높았다. 그리고 35세 이상은 30.0%, 25-29세는 25세 미만 집단보다 

결혼할 확률이 각각 30.0%, 25.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도 연령이 혼에 상당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련된 설명변수를 보면 지난 기(前期)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 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직이 정규직

인 설명변수는 통계 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 다. 즉, 취업여

부보다는 정규직으로 취업했느냐가 결혼확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혼확률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34.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를 보면 역시 거주더미는 음(-)의 방향으

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역시거주 남성은 도(道) 거주 남성보다 

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재학생 더미변수, 졸업

후 배우자 탐색기간 변수인데, 이들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혼확률

에 향을 주었다. 즉, 재학생인 경우 졸업생에 비해, 그리고 졸업한 

이후 배우자탐색기간이 길수록 혼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배우자탐색기간 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탐색기간이 1개월 길어지

면 결혼확률은 0.4%정도 낮아졌다.

취업결정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연령변수 에서 25-29세 더미변수

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고, 나머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의 경

우 25-29세는 24세 미만 연령집단보다 취업할 확률이 더 높았다. 한계

효과를 산정해보면 25-29세 기혼남성은 24세 미만 기혼남성보다 취업

할 확률이 3.0%정도 높았다. 남성의 경우 지난 기(前期) 결혼한 집단

과 그 지 않은 집단의 취업확률 차이를 나타내는 지난 기 혼상태 

더미변수는 통계 으로 무의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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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초혼과 취업결정 이변량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남성)

D_marry(전체)

추정계수 표본오차 한계효과

Sex (omitted) - -
Wage1 0.657*** 0.172 0.2517
Wage2 0.858*** 0.197 0.3121
Wage3 0.880*** 0.281 0.3000
Dedu1 0.632___ 0.433 0.2452
Dedu2 0.491___ 0.443 0.1842
Dedu3 0.620___ 0.442 0.2345
Dreg1 0.007___ 0.109 0.0027
Dreg2 -0.620*** 0.113 -0.2433
D_student -1.427*** 0.203 -0.5196
Demp_bw 8.467___ 1827.113 0.8304
Femp_reg 0.901*** 0.130 0.3466
D_license 0.071___ 0.162 0.0280
WDu_p -0.010*** 0.001 -0.0041
Lfin_asset 0.012___ 0.032 0.0047
D_parent 0.072___ 0.109 0.0285
constant -1.569*** 0.521 -

D_emp(전체)
추정계수 표본오차 한계효과

Sex (omitted) - -
Eage1 0.623*__ 0.345 0.0299
Eage2 0.208___ 0.421 0.0088
Eage3 1.083___ 0.699 0.0213
Dwed_be 0.595___ 0.409 0.0184
D_license 2.375*** 0.784 0.0302
EDu_p -0.012*** 0.003 -0.0006
D_student -5.705*** 0.460 -0.9797
Dedu1 -0.565___ 0.412 -0.0293
Dedu2 -0.593___ 0.601 -0.0458
Dedu3 1.111**_ 0.551 0.0413
Dreg1 0.354___ 0.281 0.0213
Dreg2 0.121___ 0.275 0.0057
Lfin_asset 0.003___ 0.077 0.0001
constant 3.247*** 0.750 -

 0.5423***
Log likelihood -552.4109***

N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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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 학력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학  학원 졸업 더미 

변수만 양(+)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학력변수의 한계효

과를 보면 졸 이상 학력을 가진 집단은 졸이하에 비해서 취업확률

이 4.1% 높았다. 그리고 자격증 더미는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치

고, 재학생 신분은 취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직기간은 취업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기

간이 길어질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졌다. 구직기간 변수의 한계효과를 보

면 혼인한 상태에서 구직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취업확률이 0.6% 정

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격증을 가진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격증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자격증을 가진 집단은 취업할 확률이 3.0% 정도 높

았다. 구직기간(job search period)이 길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 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기혼남성은 구직기

간이 1개월 길어질수록 취업확률이 0.0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  취업결정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먼  혼결정모형

에서 연령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양(+)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연령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25-29세 기혼여성은 25세 

미만 기혼여성보다 혼확률이 21.3% 높았고, 30-34세는 24.8%, 35

세 이상은 26.7% 높았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결혼확률에 연령 가 상당

히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은 남성과 동일하 다. 그러나 기혼남성의 

경우 30  반, 35세 이후 그리고 20  후반, 20  반 순으로 결

혼할 확률이 높은데 비해서, 기혼여성은 20  후반, 30  반, 35세 

이후, 20  반 순으로 결혼할 확률이 높았다. 즉, 남녀 모두 취업을 

했더라도 20  반은 결혼할 확률이 가장 낮았고, 남성은 30  반, 

여성은 20  후반이 결혼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더미를 보면 문 졸 더미변수가 음(-)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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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 다. 즉, 문 졸 취업여성은 졸이하 취업여성보다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은 학력변수는 모두 통계

으로 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기(前期)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통계 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이 정규직인 설명변

수의 경우 남성은 통계 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 으나, 여성

은 통계 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역시 

거주더미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며, 역시거주 여성

은 도(道) 거주 여성보다 혼확률이 낮았다. 재학생 더미변수, 졸업후 

배우자 탐색기간 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음(-)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즉, 재학생인 졸업생보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 배우자탐

색기간이 짧을수록 혼할 확률이 높아졌다. 

취업결정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연령변수의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도 연령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학력변수를 보면 학  학원 졸업이상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만 양(+)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즉, 학교 졸

업 이상 학력을 가진 기혼남성은 졸에 비해서 취업확률이 2.1% 높

았다. 자격증 더미 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자격증 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자격증을 가진 여성은 그 지 않은 여

성보다 취업될 확률이 1.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재학

생 더미변수, 졸업후 구직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 으로 음(-)

의 방향으로 유의미하 다. 여성 재학생 더비변수 효과를 보면 학생신

분인 기혼여성은 취업하기 극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길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기간이 1개월 길어지면 취업확률이 략 

0.0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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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초혼과 취업결정 이변량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여성)

D_marry(전체)

추정계수 표본오차 한계효과

Sex (omitted) - -
Wage1 0.629*** 0.141 0.2136
Wage2 0.915*** 0.211 0.2485
Wage3 1.208*** 0.397 0.2679
Dedu1 -0.314___ 0.283 -0.1105
Dedu2 -0.667**_ 0.306 -0.2468
Dedu3 -0.467___ 0.310 -0.1675
Dreg1 0.062___ 0.120 0.0216
Dreg2 -0.438*** 0.115 -0.1566
D_student -1.295*** 0.198 -0.4771
Demp_bw 7.634___ 5259.947 0.7789
Femp_reg 0.036___ 0.121 0.0127
D_license -0.144___ 0.156 -0.0513
WDu_p -0.005*** 0.001 -0.0017
Lfin_asset -0.083**_ 0.035 -0.0289
D_parent 0.158___ 0.123 0.0561
constant 0.324___ 0.384 -

D_emp(전체)
추정계수 표본오차 한계효과

Sex (omitted) - -
Eage1 0.206___ 0.356 0.0040
Eage2 0.707___ 0.580 0.0082
Eage3 0.368___ 0.788 0.0055
Dwed_be 0.035___ 0.408 0.0008
D_license 1.713*** 0.457 0.0140
EDu_p -0.015*** 0.004 -0.0003
D_student -4.751*** 0.442 -0.9051
Dedu1 0.371___ 0.427 0.0079
Dedu2 0.943___ 0.690 0.0135
Dedu3 1.164**_ 0.511 0.0212
Dreg1 0.419___ 0.284 0.0121
Dreg2 -0.185___ 0.249 -0.0045
Lfin_asset -0.064___ 0.071 -0.0014
constant 2.988*** 0.753 -

  0.3916**
Log likelihood -498.4144***

N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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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혼시기에 대한 분석

1. 저출산과 결혼시기

출산을 둘러싼 논의들은 부분 결혼시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늦은 결혼은 여성들의 결혼 후 가임기간을 단축시키며, 결과 으로 

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혼화에 한 연구들은 최근의 ‘만혼화’ 경향이 피할 수 없

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비혼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일정 시  이후에는 결혼을 경험하는 비율이 

이  세 와 흡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혼의 

시기는 늦어지고 있으나 ‘결혼의 따라잡기’ 추이가 지속 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문제와 련하여 만혼화 추

이가 야기하는 문제는 만혼화가 비혼인구의 비 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만혼자들의 출산시기를 앞당기고 추가출산을 유도할 수 있

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차 늦어지는 결혼시기와 출산 추이 속에서 만혼이 

단순히 늦어지는 결혼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혼으로 연결

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남성

과 여성의 결혼시기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특히 교육수 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요한 변인이라는 

이 강조되고 있다. 우해 (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 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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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혼시기를 늦추는 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학력 집단의 ‘결혼 따

라잡기’ 상은 다른 교육수  집단보다 높으며, 따라서 고학력화,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가 만혼화와는 유의미한 연 이 있지만 비혼화를 이끄

는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라는 이다. 

이와 같은 결혼시기에 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요인들을 강조

하고 있다. 첫째는 이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늦어지는 결혼시기는 생애주기에 걸쳐

서 비혼의 확률을 높이고, 경험 으로 체 인구 비 비혼의 비 이 

차 증가하고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늦어지는 결혼

시기와 비혼 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에 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교육수 의 증가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

의 향상은 비 통  성역할을 사회화하고 사회  기회  노동시장에

서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을 통한 경제  이득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다. 따라서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이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바 있다( , Raymo, 1993). 결혼시기에 한 선행연구는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 요인은 여성들의 경제  독립성의 증가이다. 이

는 여성들의 교육수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확 와 깊은 련

성을 갖는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수입이 증

가할수록 여성들에게 결혼의 기회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Becker, 1991; Oppenheimer, 1997).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지 가 

높을수록, 경제  독립수 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은 여성들의 만혼화

나 비혼화 추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인과 련하여 우선 첫 번째로 지 한 코

호트 련 논의부터 살펴보면, 코호트가 결혼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출생코호트의 규모는 코호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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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교육기회와 이후 노동시장 참여기회  성과에 주요한 향을 미

친다는 이다. 출생코호트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코호트 구성원들은 

성장과정에서 교육 등의 사회  기회에서 제한을 경험하고, 다른 코호

트들보다 강화된 경쟁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졸업 후 노동시장참여 과

정에서도 규모가 상 으로 작은 코호트들에 비해 더 심한 경쟁을 경

험하게 된다(Easterlin, 1987). 따라서 이들은 경제 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결혼을 지연하고, 따라서 다른 코호트들에 비해 늦어지는 경향

이 있다. 

코호트 간 결혼시기의 차이에 한 두 번째 설명은 가치 의 차이를 

지 한다. 코호트는 가치 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코호트별로 차별

화되는 가치 은 사회  행동의 결과가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 코호트간 가치 의 차이를 결혼시기와 연  지어 

이해하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선진국의 경우에도 최근 코호트일수

록 비 통 인 가족가치 과 성역할 가치 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코호트에 따른 가치 의 변화는 결혼시기를 결정에도 향을 

미치는데, 비 통 인 가족가치 을 공유하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이  

코호트에 비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는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Raymo, 2003). 

그러나 코호트 간 가치 의 차이  변화로 인한 결혼시기의 지연이 

결혼포기(독신)로 결과 되는가에 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 최근 코호트일수록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에 해서

는 선행연구들이 체 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혼지연이 생애

주기에 걸친 ‘결혼포기’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 

Goldstein․Kenney, 2001; Raymo, 2003; 우해 , 2010). 

출산과 결혼시기를 연  짓는 논의들이 공통 으로 제시하는 두 

번째 요인은 교육수 이다. 물론 교육수 의 효과도 한 사회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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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

등한 역할분담이 일반화된 곳에서는 증가하는 여성의 교육수 이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반면, 통  성역할이 가정과 

사회에서 경직되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여성의 교육수  증가가 결혼시

기를 유의미하게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 인 성역할 구분이 차 희석되고 있다는 논

의에도 불구하고 여 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에 

한 보편 인 돌  노동을 제공하는 1차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교육수 별 결혼 시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교육수  증가와 더불어 경제활동상태 는 경

제  독립성 정도가 결혼의 시기를 결정하는 요한 변인이라는 이다

(Oppenheimer, 1988). 우선 취업기회와 련해서, 특히 여성들의 경

우, 향상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지 는 결혼의 기회비용을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나 경제  상황 는 지 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결혼시기를 

결정짓는 요한 변인으로 지 된다(Oppenheimer⋅Kalmijn⋅Lim, 

1997). 남성의 경우, 부분의 모든 사회에서 가정 내 주된 경제  책

임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소득수 , 일자리 안정성 등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 요변인이다. 여성의 경우, 경제  지 효과는 

남성의 경우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는 이 제시되고 있다. 즉, 여

성들의 경제  독립성 증가는 결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결혼시기를 앞

당기기 보다는 반 로 결혼의 시기를 늦추거나 비혼으로 남을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지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  지 향

상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혼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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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출산의 선행  요인으로서 결

혼시기를 분석한다. 만 18세 이후 첫 번째 결혼시기까지에 한 사건

사 분석을 통하여 결혼시기의 결정요인 분석한다. 인구학  특성(코호

트 효과), 인 자원 특성(교육수 ), 청소년기 가족배경, 취업상태 등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만혼화 추이가 ‘결혼의 연기’인지 아니

면 ‘비혼으로의 과정  단계’인가에 한 논의를 발 시키고자 한다. 

2. 결혼시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가. 자료 및 변수의 특성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한국노동패 (KLIPS)｣ 199

8～2008년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 ｣은 1998년부터 매년 실시

되는 가구단 패 조사로서, 가구 련 정보 뿐 아니라 개인들의 노동시

장경험과 교육,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생애사건에 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패 ｣은 각 사건의 발생시 과 종료시 에 

한 정확한 날짜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인 사

건사 분석방법론을 용하는데 매우 합한 자료라는 장 을 갖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노동패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개인-월별 기간(person-month period) 

자료로 재구성하여 만 18세 이후 첫 번째 결혼시기까지의 사건사 분석

을 실시하 다. 아울러 분석모델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time-varying covariates)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발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

킬 수 있는 이 을 가진다(Blossfeld, 1985).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출생코호트(1950년  생, 1960년  생,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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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교육수 (고졸미만, 고졸, 2-3년제 문 , 4년제 학이상), 분석기

간  재학여부, 만 14세 때 가구경제 수 (매우 부유, 부유한 편, 보통, 

어려운 편, 매우 어려운 편), 만 14세 때 거주 지역( 역시, 비 역시), 결

혼  임신여부, 만 18세 이후 노동시장참여유형(비경활, 정규직, 비정규

직)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 다. 

노동시장참여 련 변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은 

｢한국노동패 ｣은 첫 번째 조사시기인 1998년부터 매년 일자리 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당시에 이미 만 15세 이상이며 

일자리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에 해서는 1998년 이 에 이미 경험

한 일자리 등에 한 자료를 회고를 통하여 수집하 다. 따라서 1998

년 당시 이미 만 18세가 넘어선 응답자들의 경제활동상태나 일자리의 

시작  종료시 에 한 정보는 제1차 조사에서 수집된 일자리 련 

회고력 자료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 음을 밝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시기  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제

 변수들은 개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뿐 아니라 미혼여성과 남

성의 가구의 경제  수 (즉, 가구 소득수 )이 요한 변인이라는 

이 지 되고 있다(Oppenheimer․Kalmijin․Lim, 1997; Clarkberg,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성  여성들의 가구소득 련 변

인들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통제하지 못하 다. 한국노동패  자료가 

수집한 가구소득은 1998년부터 수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시작 

시 인 만 18세가 1998년 이 에 지난 응답자들의 가구소득은 결측치

로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

득 변인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비경

활, 정규직, 비정규직)를 경제  지  효과를 추정하기 한 변인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한 결혼  임신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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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o⋅Iwasawa(2008)에 따르면, 결혼 외 자녀출산  양육이 사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결혼  임신은 결혼이나 낙태로 

이어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여성과 남성의 혼  임

신이 동형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Raymo⋅Iwasawa(2008)

는 자녀출산  양육과 결혼이 매우 하게 연결된 사회에서는 결혼 

 임신은 동형배우자의 규칙을 약화시키면서도 결혼결정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특히 남성보다

는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신과 출산이 결혼제도와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결혼 외에 임신과 출산은 사회  지원에서 배

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수 과 가족수 에서도 명 롭지 않은 

우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가족가치   성(性)에 한 

가치 의 변화와 함께, 최근 코호트일수록 결혼을 담보하지 않은 결혼 

 성 계가 이  세 에 비해서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

혼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  임신이 

결혼결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논의는 아직 미미한 상황

이다. 즉, 결혼  임신에 한 사회  지지가 약한 상황에서 결혼  

임신이 결혼의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낙태의 험을 

높이는가에 한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를 밝 보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결혼  임신이 첫 번째 

결혼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체 분석 상인 5,668명 에서 2008년까지 첫 번째 결

혼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70.4%로 나타났다. 남성들 에서는 

체 2,821명 에서 마지막 조사시 까지 첫 결혼을 경험한 남성의 

비율은 약 61.9%이며, 여성들은 체 2,847명 에서 약 78.9%로 나

타나서, 여성의 결혼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17%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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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방법

만 18세, 즉 법  혼인연령 는 성인연령으로 간주되고 있는 시기

부터 결혼으로의 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사건사 방법을 활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주기자료

를 활용하여 콕스비례 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을 

활용한다. 본 개인-주기 자료의 기록은 각 개인에게 독립변인이 변화하

지 않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설명한다. 한 다 기록

(multiple records)은 시간에 따라 상태와 특성이 반복해서 변화( 를 

들면, 노동시장 참여와 이탈을 반복하는 것 는 직장을 반복해서 이동

하는 것 등)하는 것을 악하는데 활용된다. 본 연구는 만 18세 이후 

첫 결혼여부에 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결혼날짜를 사건의 발생시 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세 가지 유형의 분석모형을 추정

한다. 첫 번째 모형은 인구학  특성(출생코호트  교육수 ), 청소년

기 때 성장배경(만 14세 때 가구의 경제  수 에 한 주  평가와 

거주 지역), 경제활동상태(정규직,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재학여부, 그

리고 결혼  임신여부를 통제하 다.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과 더불어, 교육수 과 경제활동상태에 한 상호작용 효

과를 함께 통제하 다. 남성과 여성들의 결혼결정  결혼시기에 한 

논의는 교육수 의 향상 뿐 아니라 경제  지  한 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서 통제된 변수들

과 함께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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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시기에 대한 생존곡선 분석결과

만 18세부터 첫 번째 결혼사건까지의 시간에 한 카 란-마이어

(Kaplan-Meier)생존곡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1]부터 

[그림 Ⅲ-4]와 같다. 우선 남성과 여성 체에 한 생존곡선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그림 Ⅲ-1] 참고), 만 18세 이후 첫 번째 결혼까지 기간

의 간값(median time)은 102개월(약 8.5년)정도 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체 으로 첫 결혼연령은 평균 으로 약 26.5세 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Ⅲ-1〕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생존곡선(전체)

Median time=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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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만 18세 이후 첫 번째 결혼까지 기간의 

간기간은 약 123개월(약 10.3년)인 반면, 여성은 79개월(약 6.6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Ⅲ-2] 참고). 즉, 남성은 약 28.2세 정

도에 첫 번째 결혼을 경험하는 반면, 여성은 약 24.6세 정도에 첫 번

째 결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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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생존곡선(성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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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별로 살펴보면, 1951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1의 

만18세부터 첫 결혼사건까지 기간의 간값(median time)은 약 86개

월(약 7년 2개월)이며, 코호트2(출생년도 1961년부터 1970년 사이 출

생)의 기간은 약 103개월(약 8.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호트3(출생

년도 1971년부터 1980년도 사이 출생)의 간기간은 약 115개월(약 

9.6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출생코호트별 결혼기간분석 결과를 통해서 최근 코호트일

수록 만 18세 이후 첫 결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추이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혼지연의 추이가 바로 결혼포기의 

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코호트3의 1980년 출생자들의 경우는 

마지막 조사시 인 2008년 재 만 28세로서 아직 결혼을 포기하거나 

독신으로 환하기에는 이른 시기이며, 따라서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

이 코호트1이나 코호트2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림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코호트3도 역시 만 35세 이후에도 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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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있는 비율은 코호트1이나 코호트2와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

지 않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코호트에 비해 첫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결혼 따라잡기’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Ⅲ-3〕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생존곡선(코호트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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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육수 별 결혼시기에 한 생존곡선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4>와 같다. 교육수 은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미만(교육년수 12년 미만),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교육년수 12년), 세 번째는 2-3년제 학, 그리고 마지막 집단은 

4년제 학이상으로 구분하 다. 각 교육수 별 생존곡선을 살펴보면, 

우선 고등학교 미만집단은 만 18세 이후 결혼까지 기간의 간값은 약 

72개월(약 6년)로 나타났다. 즉, 평균 으로 24세를 후하여 첫 번째 

결혼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만 18

세 이후 약 96개월(약 8년)만에 첫 번째 결혼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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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2-3년제 학을 경험한 집단은 만 18세 이후 약 116개월(약 

9.7년)만에 첫 번째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등학교 졸업집단에 

비해 2-3년의 교육기간이 결혼시기는 약 1.7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4년제 학졸업 이상의 집단은 만 18세 이후 첫 

결혼까지 기간의 간값은 121개월(약 10.1년)로 나타나서, 평균 으로 

약 28세를 후로 첫 결혼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Ⅲ-4〕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생존곡선(교육수준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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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교육수 에 따른 결혼시기의 차이는 교육기간의 연장 

는 교육수 의 향상이 남성과 여성의 첫 번째 결혼시기를 분명하게 늦

추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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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시기에 대한 코호트 분석 

가. 변수특성

다음의 <표 Ⅲ-1>은 사건사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  통

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본 기술통계  사건사 분석에 포

함된 분석사례는 응답자가 아닌 응답자가 찰주기 동안에 경험한 주

기(spells)라는 을 밝힌다. 즉, 어떤 개인은 찰기간 동안 3번의 주

기( , 최종학교 졸업 → 첫 취업 → 첫 결혼)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다

른 개인들은 그 이상의 주기를 경험할 수 있다( , 최종학교 졸업 → 첫 

일자리 입직 → 첫 일자리 퇴직 → 두 번째 일자리 입직 → 두 번째 일자리 

퇴직 → 세 번째 일자리 입직 → 첫 결혼). 따라서 이러한 주기들의 합이 

체 분석주기, 즉 32,208주기가 된다. <표 Ⅲ-1>에 나타난 각 변수들

의 분포는 체 분석 상자 수(명)가 아니라 체 분석 상 주기

(spells)라는 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고로, 5,668명 에서 여성

은 약 50.2%인 2,847명이며, 남성은 2,821명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성 집단에서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코호트1은 18.4%이

며, 코호트2는 36.9%, 그리고 코호트3은 44.7% 나타났다. 학력분포는 

고졸미만이 10.6%, 고졸 47.8%, 2-3년제 학은 21.1%, 그리고 4년

제 학이상은 20.5%로서 고등학교 졸업집단이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분석 상 주기 에서 재학 인 주기는 

28.5%로 나타났다. 

성장배경 련 변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14세 때 가구의 경제  

수 에 한 주  평가는 5  만 (매우 부유했음)을 기 으로 평균이 

약 2.7 으로 나타나서 반 으로 성장기 가구의 경제  수 에 해

서는 하수 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때 거주 지역 분

포에서는 비 역시에 거주한 비율이 4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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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기술적 통계분석(개인주기, person-spells)

변   수 전  체 남  성 여  성

여성 50.2% - -
코호트1(1951-1960) 17.7% 18.4% 16.9%
코호트2(1961-1970) 33.1% 36.9% 29.2%
코호트3(1971-1980) 49.2% 44.7% 53.9%
학력(고졸미만) 11.2% 10.6% 11.9%
학력(고졸) 50.3% 47.8% 52.9%
학력(2-3년제 대학) 20.4% 21.1% 19.8%
학력(4년제 대학이상) 18.0% 20.5% 15.4%
재학중 27.4% 28.5% 26.2%
14세때 가구의 경제적 수준(5점 척도) 2.722 2.65 2.79 
14세때 거주 지역(비광역시) 44.6% 46.0% 43.2%
경제활동(비경활) 71.2% 69.0% 73.4%
경제활동(정규직) 24.3% 26.2% 22.3%
경제활동(비정규직) 4.6% 4.8% 4.3%
결혼 전 임신여부 10.2% 10.3% 10.1%

주: 전체 주기수(total number of spells): 32,208(N=5,668)

남성주기수: 16,325(N=2,821)

여성주기수: 15,883(N=2,847)

경제활동 련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찰주기 에서 비경제활

동 상태 던 주기의 비율은 약 69.0%이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의 

주기비율은 26.2%, 그리고 비정규직 상태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 에 임신한 상태의 비 은 10.3%로 분석되었다. 

여성 집단에 한 각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코호트1은 약 

16.9%, 코호트2는 29.2%, 그리고 코호트3은 53.9%로서, 남성과 마찬

가지로 코호트3의 상  비 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 에

서는 고졸미만의 비율이 11.9%, 고졸은 52.9%, 2-3년제 학은 

19.8%, 그리고 마지막 집단인 4년제 학이상은 약 15.4%로 분석되

었다. 체 으로 남성 집단의 교육수  분포와 유사하나, 고졸학력 집

단의 비 이 남성에 비해 약 5%정도 높다는 과 4년제 학이상 집

단의 상  비 이 남성에 비해 약 5%정도 높은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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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주기 에 학교에 재학 인 여성주기의 비율은 약 26.2%로서, 남성

보다는 조  낮게 나타났다.

성장기 배경 련 변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만 14세 때 가구 경제

 수 에 한 주  평가는 5  만 에 약 2.79 으로서 남성이 비

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14세 때 거주 지역 분포에서는 비

역시 거주비율이 약 43.2%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 련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찰주기 동안 비경제활동 

상태 던 주기의 비율은 약 73.4%로서 남성보다 약 4.4%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정규직에 취업한 주기의 비율은 22.3%

로서, 이 한 남성의 26.2%에 비해 약 4%p 정도 낮게 나타났다. 반

면, 비정규직에 취업한 주기의 비율은 4.3%로서 남성(4.8%)과 두드러

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결혼시기에 대한 사건사 분석결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결혼시기의 결정은 다차원

인 수 에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을 강조한다( , 

Easterlin, 1977; Atoh, 1993; Raymo, 1998; Clarkberg, 1999; 

Raymo, 2003). 사회  수 에서 출생코호트들의 규모가, 개인  수

에는 청소년기의 성장배경, 교육수 ,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지 가 

직 으로 그리고 동시에 사회  수 의 요인과 개인  수 의 요인

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개인의 결혼결정  시기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출

생코호트, 교육수 , 청소년기 가족배경, 노동시장에서의 지 , 그리고 

교육수 과 노동시장에서의 지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결혼결정에 미치

는 효과를 사건사 분석방법을 통하여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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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Ⅲ-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각각 세 가지 

모형을 통하여 결혼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첫 번째 모형은 

코호트, 교육수 , 청소년기 가족배경,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결혼  

임신여부 등을 통제하 다.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 포함된 변

수들과 더불어 교육수 과 노동시장 지 간이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다. 결혼시기는 교육수 이 향상과 경제  지 에 의해 크게 향을 받

는다는 은 리 논의되고 있다( , Oppenheimer․Kalmijin․Lim, 

1997; Ono, 2003).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하여 노동시장지 와 교

육수 의 독립  효과 뿐 아니라 이들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추가 인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 모형은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하여 모형Ⅰ의 변수들과 더불어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분석한다. 결혼시기에 한 코호트 효과에 한 논의는 통 인 

가족 심  가치 의 변화로 인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시기가 늦

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 강조된다. 한 교육수 의 향상은 특히 여

성들의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이 강조된다(Raymo, 2003). 

교육수 의 향상은 개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임으로서 결혼

의 기회비용을 상 으로 높이게 되며, 결과 으로 결혼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갖는다는 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코호트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통 인 성역할 가치

의 변화와 함께 교육수 의 향상은 결혼지연 는 결혼포기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남성의 모형I의 결과에서 

코호트의 효과를 살펴보면(<표 Ⅲ-2>참고), 코호트3(1971-1980년 출

생)에 비해 코호트1(1951-1960년 출생)의 결혼할 확률( 는 결혼을 빨

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코호트2(1961-1970년 

출생)는 코호트3과 결혼시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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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남성 모형I). 교육수 과 경제활동상태간의 상호작용이 포함

된 모형II(남성 모형II)와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

형III(남성 모형III)에서도 코호트 효과는 모형I의 결과와 거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코호트3에 비해 코호트1은 결혼할 확률 는 결

혼을 빨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코호트2와 코호트3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코호트3은 코호트1과 코호트2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코호트1과 코호트2는 

코호트3에 비해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여성에 한 분석결과는 코호트에 따라 결혼가치 의 차이가 결혼

시기에도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수 과 경제활동상태간의 상호작용이 추가된 모형II에서

도 코호트1과 코호트2는 코호트3보다 결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이 추가된 모

형III에서는 코호트1은 코호트3에 비해 결혼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코호트2와 코호트3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 이 결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의 경우, 학력

수 에 따라 결혼할 가능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상호작용효과가 추가된 모형II와 모형III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다. 다만, 모형III(코호트와 교육수 간 상호작용효과 추가)에서만 고졸

에 비해 4년제 이상의 학학력 집단이 결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집단의 경우는 학력수 에 따른 결혼확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졸에 비해 고졸미만은 결혼할 확률이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으나, 2-3년제 학졸업자는 고졸에 비해 결혼확률이 낮

게, 는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 과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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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태간 상호작용효과가 포함된 모형II에서는 학력간 결혼확률의 차

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졸에 비해 고졸미만은 결혼할 확률이 

높은 반면, 2-3년제 학과 4년제 학이상은 고졸에 비해 결혼할 확

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III

(코호트와 교육수 간 상호작용효과 추가)에서는 고졸과 2-3년제 학 

집단 간의 차이만 유의미할 뿐 고졸과 다른 학력집단간의 결혼확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교육수  효과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교육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결혼 련 가치 의 

변화  기회비용과 보다 하게 련되어 있다는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의 논의와 같이, 교육수 의 향상은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통 인 가치 을 극복하고 결혼의 기회비용을 높인

다는 에서 만혼화 는 비혼화와 깊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Oppenheirmer, 1997; Raymo, 2003; 우해 , 2010).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면서, 특히 여성들의 학력수

은 결혼시기의 지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효과와 련하여 재학 인 경우의 결혼

시기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재학 에는 결혼

의 확률이 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모형I에

서는 재학 인 경우에는 결혼확률이 약 46%정도 낮아지며, 상호작용

이 포함된 모형II와 모형III에서는 재학 에는 각각 42%와 45%정도 

결혼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재학 에는 결

혼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데, 모형I에서는 약 70%정도 낮아지며, 

모형II와 모형III에서는 각각 68%와 70%정도 결혼확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 가족  자원이 결혼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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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 14세 때 가구의 경제  수 의 효과와 거주지 효과를 분석

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의 가능성은 부모님의 경제  지 와 

련이 있다고 강조된다(Kojima, 1995; Raymo, 2003). 한 결혼에 

한 규범 , 맥락  환경을 통제하기 하여 청소년기 때의 거주 지역

을 통제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만 14세 때 가구의 경제  수 에 한 주  

평가가 개인의 결혼확률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만 14세 때 비 역시에 거주한 경우에는 

역시에 거주한 경우보다 결혼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도 모형I과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II와 모형

III 모두에서 비 역시에서 성장한 경험은 이후 성인기에 결혼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약 23.4%정도 결혼 험을 낮게 

함). 여성의 경우에도 모형I부터 모형III에 걸쳐서 성장기 비 역시 거

주 경험은 결혼의 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약 

23.3%정도 결혼 험을 낮게 함).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경제활동 는 노동시장 지 는 결혼시기에 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Easterlin, 1977; 

Oppenheimer, 1997; Clarkberg, 1999; Sweeney, 2002; Ono, 2003). 

한 개인의 노동시장 지 는 결혼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으며, 동시에 

다른 개인들에게는 결혼의 시기를 지연하는 효과도 있다(Oppenheimer, 

1997). 한 청소년기의 경제  상황을 거로 하여, 성인기의 노동시

장 지 는 한 개인의 결혼, 임신, 그리고 출산 등의 생애사건의 발생 

시기를 결정하는 요한 변인으로 지 되고 있다(Eaterlin, 1977). 더

욱이, 사회 으로 제도  결혼이외의 결혼  남녀 간의 동거가 허용되

는 사회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지 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 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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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결합 형태를 특징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larkberg, 1999).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외의 남녀 간 동거가 보편  가치 으

로 자리잡지 못한 사회에서는 경제  상황 는 노동시장 지 가 결혼

시기에 미치는 효과는 남녀 간 동거가 사회 으로 용인되는 사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 된다. 즉, 제도  결혼 이외의 다른 형태

의 남녀 간 결합이 가능하다면 노동시장 지 의 안정성이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제도  결혼 이외

의 남녀 간 결합( , 결혼  동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시

장 지 의 효과는 보다 약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지 를 정규직 취업, 비정규

직 취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상태의 남성보다 정규직

에 취업해 있는 남성들이 결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

형I과 모형III의 결과에서는 비경제활동상태보다 정규직 취업상태에서 

결혼의 확률은 약 두 배 정도(약 92.7%)높아지며, 모형II에서는 이보

다는 약간 낮은 약 65.7%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

에게 정규직 취업은 결혼을 한 경제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유

의미하다는 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 상태와 

비정규직 취업상태는 결혼확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 노동시장 지 효과는 남성과 확연하게 반 되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취업상태는 비경제활동 상태보다 여

성들에게는 결혼의 험을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규직에 취업해 있는 동안 여성들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약 39%정도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모형I의 결과). 한 남성과는 달리, 비정규직에 취업해 있

는 상태에서도 비경제활동 상태보다 결혼할 확률이 약 46.8%정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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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취업효과(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는 상호작용이 추가된 모형II와 모형III에서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 

남성과 여성의 취업상태가 결혼 험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되는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결혼제도에서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실의 차이를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결혼제도  결혼 

후 가족 계에서의 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한 상황은 최소한의 소득이 

확보되는 취업상태라면 결혼을 지연하는 결정과 하게 련이 있다

는 것이다. 이는 남성과 달리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취업상태일

지라도 비경제활동 상태의 여성들보다는 결혼할 확률이 하게 낮아

지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교육수 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와 직 인 련성이 낮은 상황에서,4) 노동시장에 일

단 진입한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는 포기하더라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반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여 히 가정 내 주소득자로서의 

역할부담으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과 가정의 경제  수 의 유지가 가

능한 정규직 취업외의 취업상태는 결혼의 가능성을 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ppenheimer외(1997)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의 

결혼시기는 경제  상황과 하게 연 된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상태인 남성들은 취업상태인 남성들에 비해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며, 특히 경력개발 기 단계일수록 결혼의 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Raymo(2003)는 일본여성들의 교육수 과 결혼 험율에 한 연구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성들의 교육수 이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직 으로 연 되지 못

한다는 을 강조한다. 즉, Raymo(2003)의 연구에서는 다른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기회가 많이 제한되는 사회일수록 노동시장에 한번 진입한 여성들은 

결혼기회를 늦추거나 결혼을 포기하면서라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

며, 이는 코호트효과와 더불어 더욱 두드러진다는 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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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I II III I II III

코호트1
(1951-1960년 출생)

0.618***
[0.074]

0.618***
[0.074]

0.698***
[0.109]

0.233***
[0.065]

0.219***
[0.065]

0.201**
[0.087]

코호트2
(1961-1970년 출생)

0.114
[0.070]

0.119*
[0.070]

0.205*
[0.107]

0.148***
[0.057]

0.154***
[0.057]

0.132*
[0.076]

준거집단:코호트3
(1971-1980년 출생) 0 0 0 0 0 0

　
학력

(고졸미만)　
-0.107
[0.070]

-0.115
[0.085]

0.115
[0.252]

0.281***
[0.058]

0.268***
[0.059]

0.186
[0.228]

학력
(2-3년제 대학)

-0.140*
[0.082]

-0.242*
[0.124]

-0.171
[0.154]

-0.173**
[0.075]

-0.241***
[0.092]

-0.222**
[0.108]

학력
(4년제 대학이상)　

0.078
[0.065]

-0.184+
[0.097]

0.281**
[0.135]

-0.127*
[0.071]

-0.397***
[0.089]

-0.128
[0.113]

준거집단 : 학력
(고졸)

　
　

재학중
-0.613***

[0.090]
-0.546***

[0.091]
-0.600***

[0.091]
-1.188***

[0.107]
-1.134***

[0.107]
-1.190***

[0.107]
14세 때 가구의 

경제적 수준
0.006

[0.027]
0.004

[0.027]
0.006

[0.027]
-0.012
[0.026]

-0.012
[0.026]

-0.014
[0.026]

14세 때 거구지역
(비광역시)　

-0.267***
[0.051]

-0.267***
[0.051]

-0.264***
[0.052]

-0.265***
[0.047]

-0.261***
[0.047]

-0.264***
[0.047]

정규직
0.656***
[0.053]

0.505***
[0.078]

0.654***
[0.053]

-0.497***
[0.057]

-0.696***
[0.079]

-0.500***
[0.057]

비정규직
0.103

[0.142]
0.141

[0.197]
0.104

[0.142]
-0.632***

[0.177]
-0.662***

[0.253]
-0.634***

[0.177]

결혼전 임신여부
0.318***
[0.070]

0.319***
[0.070]

0.317***
[0.070]

0.196***
[0.063]

0.198***
[0.063]

0.195***
[0.063]

상호작용효과 　

고졸미만x정규직
-0.057
[0.156]

-0.187
[0.231]

　
　

고졸미만x비정규직
-0.111
[0.305]

-0.295
[0.753]

　
　

2-3년재x정규직
0.217

[0.164]
0.252

[0.160]
　
　

2-3년제x비정규직
-0.574
[0.742]

0.22
[0.521]

　
　

4년제x정규직
0.470***
[0.123]

0.873***
[0.145]

　
　

4년제x비정규직
-0.009
[0.543]

0.235
[0.413]

　
　

코호트1x고졸미만
-0.2

[0.267]
0.115

[0.240]

코호트1x2-3년제
-0.035
[0.227]

-0.105
[0.272]

코호트1x4년제 이상
-0.276
[0.173]

0.114
[0.185]

코호트2x고졸미만
-0.362
[0.283]

0.087
[0.247]

코호트2x2-3년제
0.106

[0.193]
0.137

[0.158]

코호트2x4년제 이상
-0.249
[0.157]

-0.055
[0.150]

총 주기수 9681 9681 9681 8653 8653 8653
사건수 1745 1745 1745 2246 2246 2246

분석대상자수
(no. of respondents) 2821 2821 2821 2847 2847 2847

X2 370.5 389.2 377.0 641.4 680.9 643.9 
-2log-likelihood 23670.2 23654.4 23663.6 30368.6 30329.0 30366.1 

〈표 Ⅲ-2〉 결혼시기에 대한 사건사 분석결과: KLIPS 1998-2008

주 1) [   ]는 표준오차

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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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서의 지 (즉, 취업의 질)보다는 취업여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요한 변수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여부 뿐 아니라 경제  지  

는 고용의 안정성 정도가 결혼결정에 보다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교육수 과 노동시장 지 간의 상호작용(모형II)과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모형III)이 결혼 험율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코호트와 

교육수 간의 상호작용은 결혼결정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모형Ⅲ의 결과). 반면, 교육수 과 취업상태간의 상호작

용 효과는 부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모형II의 결과). 

이들 상호작용효과는 직 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수 , 취

업상태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결혼 험에 미치는 총효과를 정

리하여 그래 로 나타내었다(<그림Ⅲ-5>참고). 남성과 여성 모두 고졸 

비경제활동 상태를 기 으로 살펴보면, 남성 집단에서 결혼 험이 가장 

높은 집단은 4년제 학이상의 정규직 취업집단이며(총효과 4.1), 그 

다음으로는 고졸미만 정규직 취업집단(총효과 3.5), 그리고 4년제 학

이상 비정규직 취업집단(총효과 3.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 험이 가장 높은 집단은 4년제 학이

상의 정규직 취업집단이며(총효과 3.6), 그 다음으로는 2-3년제 학 

정규직 취업, 고졸미만 정규직/비정규직 취업집단(총효과 2.6), 그리고 

4년제 학 비정규직 취업집단과 2-3년제 학 비정규직 취업집단(총

효과 2.5)이 뒤를 잇고 있다. 

상호작용효과가 포함된 교육수 과 취업상태의 총효과 분석에서 주

목할 만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집단의 결혼 험이 

상 으로 낮다는 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학졸업 집단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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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고졸미만의 학력집단보다 오히려 고졸 집단의 결혼확률이 취업

상태에 상 없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

업자들의 결혼기회  가능성에 한 보다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림 Ⅲ-5〕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의 상호작용이 결혼위험율에 미치는 효과

한 정규직 취업상태가 결혼 험을 높이는데 교육수 의 효과를 상

쇄하는 결과는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만혼화와 출산이 노동시장

에서의 고용불안정성과 매우 하게 련되어 있다는 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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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만혼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만혼과 출산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여성들이 

만혼한 경우 각 출산의 이행률이 낮아지는가를 검토하고자 하 다. 출

산 상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 는데, 그 에서도 결혼연령은 표 인 인구학  변수로 알려

져 있다. 즉, 늦게 결혼하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출산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집합 으로는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혼연령의 효과에 주목하되, 두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았다. 첫째, 만혼의 기 이다. 단순히 연속변수로서 결혼연령의 효

과보다는, 실제 만혼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 30세 이상 결혼연령 변수에 

주목하 다. 둘째, 노동시장참여와의 상호작용이다. 정책  개입의 지 을 

명확히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만혼과 노동시장참여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출산과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문은 만혼과 출산이행에 

한 기존 연구검토, 본 연구의 분석방법, 분석결과의 순서로 서술한다.

1. 만혼과 출산이행

가. 만혼 및 출산간격의 개념

만혼을 어떤 연령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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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만 30세 이상 결혼

한 여성들을 잠정 으로 만혼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결혼연령과 련된 기존의 통계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계청,「인

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표 Ⅳ-1>), 한국인들의 혼인연령은 평균

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한국여성의 

평균혼인연령은 28.9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 한국인의 평균 혼인연령

여  성 남  성 남녀차이

1990 24.8 27.8 3.0

1991 24.8 27.9 3.1

1992 24.9 28.0 3.1

1993 25.0 28.1 3.1

1994 25.1 28.2 3.1

1995 25.3 28.4 3.0

1996 25.4 28.4 3.0

1997 25.7 28.6 2.9

1998 26.0 28.8 2.8

1999 26.3 29.1 2.8

2000 26.5 29.3 2.8

2001 26.8 29.5 2.8

2002 27.0 29.8 2.8

2003 27.3 30.1 2.9

2004 27.5 30.5 3.0

2005 27.7 30.9 3.2

2006 27.8 31.0 3.2

2007 28.1 31.1 3.0

2008 28.3 31.4 3.1

2009 28.7 31.6 2.9

2010 28.9 31.8 2.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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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국 결혼  출산동향조사｣에 따

르면, 미혼여성의 이상  여성결혼연령은 2005년에는 28.9세, 2009년

에는 29.4세이다. 이상  결혼연령이 아니라 본인의 결혼계획연령은 이

보다 조  높게 나타나는데, 2005년은 29.7세, 2009년은 30.6세이다. 

다음으로 기혼여성들이 응답한 이상  여성결혼연령은 이보다 다소 빠

르다. 2005년에는 27.6세, 2009년에는 28.6세로 응답하 다.

최근의 만혼연구인 김혜  외(2010) ｢여성의 만혼화와 출산에 

한 연구｣에서는 7  역시에 거주하는 29-44세 미혼․기혼여성 상

으로 결혼 령기에 해 조사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61.9%가 여성의 결혼 령기가 없으며, 64.5%가 남성의 결혼 령기가 

없다고 응답하여 ‘결혼 령기’의 개념 자체가 강하게 인지되고 있지 않

았다. 이들이 응답한 결혼 령기는 27.45~32.45세 다. 결혼한 여성들 

에서는 24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들은 64.0%가 결혼이 령기보다 

빨랐다고 응답하 으며, 25-28세 결혼한 여성들은 82%가 령기에 결

혼했다고 응답하 고, 29세 이상 여성들은 80.2%가 령기에 결혼했

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즉 25세 후반 이상 결혼한 여성들은 체로 자

신의 결혼연령을 결혼 령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할 때 최근조사들에서 이상 인 결혼연령은 약 29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평균 결혼연령과도 체로 일치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0세 이상 결혼한 경우를 ‘만혼’으로 잠정 으로 가정

하고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20 까지 결혼한 

경우도 세분화하여 10  결혼, 20  반 결혼, 20  후반결혼으로 세

분화하여 결혼연령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결

혼연령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살펴보았던 결과들과 비교하기 해서

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만혼이 출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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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격의 개념을 사용한다. 즉 혼에서 첫출산까지, 첫출산에서 둘째

출산까지,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의 간격을 출산이행과 연결 지어 

분석할 것이다. 출산간격에 한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 국 결혼  

출산동향조사(이삼식 외, 2009)｣에서 20~44세 기혼여성들을 상으로 

조사한 출산간격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평균 결혼연령은 26.3세로

서, 결혼~첫째아 출산까지는 평균 1.48년(약 18개월), 첫째아~둘째아 

출산까지는 평균 3.04년(약 36개월), 둘째아~셋째아 출산까지는 4.27

년(약 5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2〉기혼여성(20~44세)의 초혼연령과 출산간격

초혼연령
결혼~

첫째아

첫째아~

둘째아

둘째아~

셋째아

셋째아~

넷째아

기간(년) 26.31 1.48 3.04 4.27 4.08

사례수 (3.362) (2,927) (1,991) (288) (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그러나 이러한 측치는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의 실제 출산연

령이 재보다 크다면 표본 체의 출산연령을 과소 추정할 수 있다

(조병구외, 2007). 이와 같은 우측 단(right censoring)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는 횡단자료가 아니라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우측 단을 고

려한 출산 험도(hazard) 함수를 도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출산

험도 함수는 결혼( 는 이  출산)을 시 으로 하여 매 기간마다 출산

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을 측정한다. 

한 기간에 출산을 한 여성은 표본을 떠나게 되고 다음 기간에는 비율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조병구외, 2007). 아래에서는 출산 험도 함수를 

추정한 종단연구 경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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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연령이 출산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종단연구를 활용하여 출산 험도를 분석한 연

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결혼연령은 요한 

독립변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결혼연령이 출산 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들은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표 Ⅳ-3>). 결혼연령과 출산 험도 간의 선형 계를 보고하는 연구들 

에서는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이삼식외, 

2005; 조병구외, 2007)와 유의미한 향이 없다는 연구(민희철, 2008)

도 존재한다. 한편 결혼연령을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한 은기수(2001)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험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그 경향은 최근 세 로 올수록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결혼연령의 향력을 곡선 계까지 고려한 연구들도 존재하는

데, 그 결과도 일정하지 않다. 체로 25세를 기 으로 결혼연령의 

향력이 변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류기철․박 화(2009)는 25세가 

가장 출산 험도가 높다고 보고하는 반면, 민 주․김은지(2011)는 둘

째의 경우에는 25세가 가장 험도가 높지만 첫째의 경우에는 25세의 

출산 험도가 오히려 가장 낮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의 연구들은 결혼연령을 연속변수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 결혼하는 ‘만혼’ 여성들의 특징이 따로 부각되고 있

지 않은 상황이다. 체로 29세 이상의 연령을 고려할 때 결혼연령과 

출산 험도 간의 향력은 부(-)의 향으로, 즉 늦게 결혼하면 출산을 

게(늦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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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결혼연령과 출산위험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예시

연구
분석자료

및 대상

결혼연령

투입변수
종속변수

기타

통제변수
분석결과

민현주

․

김은지

(2011)

노동패널

1998-2008

결혼연령,
결혼연령

제곱

첫출산, 
둘째출산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가구소득,
취업여부

첫째는 25세경 출산위험

가장 낮고 양쪽으로 

높아짐, 둘째는 정반대

류기철

․

박영화

(2009)

여성가족패널

2007

결혼연령,
결혼연령

제곱

첫출산

출생코호트, 
결혼코호트, 
교육수준, 

남편형제자매, 
취업상태유지

25세경 출산위험 가장 

높고 양쪽으로 낮아짐

민희철

(2008)

전국 

출산력 조사 

2003
결혼연령 첫출산

출생코호트, 
배우자소득,

여성임금, 대도시

유의하지 않음

조병구외

(2007)

전국 

출산력 조사 

2003
결혼연령 첫출산

배우자연령,
출산년도,

교육수준, 형제수

결혼연령 증가할수록 (-)

이삼식외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5

결혼연령

첫출산,
둘째출산,
셋째출산

연령, 교육수준,
취업경험,

이전출산기간,
임신중절경험,
자연유산경험,

남아여부

첫째․셋째는 결혼연령 

증가할수록 (-)

은기수

(2001)

전국 

출산력 조사 

1997

결혼연령

dummy 첫출산

결혼코호트,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임신중절경험

결혼연령 증가할수록(+), 
최근(90년대) 
결혼집단은 

계수값 작음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 만혼과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은 고

려되지 않고 있다. 만혼과 출산간의 일방향 계는 인구학  로필

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요하지만, 정책  개입지 이 명확하지 않다. 

정책  개입지 을 발견하기 해서는 출산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과 

만혼과의 련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



101

Ⅳ‧
 만
혼
이
 출
산
이
행
에
 미
치
는
 영
향

성의 노동시장참여 변수는 출산에 있어 향력이 매우 큰 변수이며 정

책  개입지 도 비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혼과 

노동시장참여 변수 간의 련성이 심도있게 분석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연령 와 결혼 는 이  출산 당시 노동시장참여 

여부가 주요 독립변수로 투입될 것이다.

출산간격에 향을 주는 기타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인구․사회  변수로는 출생코호트 는 결혼코호트와 이 의 출

산간격(둘째이상 출산의 경우) 등의 변수이다. 출생코호트 는 결혼코

호트는 출산규범  행의 시기  특성을 반 하기 한 것이다. 한편 

여러 차례의 출산이 있는 경우 각 출산은 이  출산과 완 히 독립

이지 않기 때문에 이  출산의 간격이 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변수로는 출산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여성의 임 , 일자리 

유지기간, 교육수  등의 변수  배우자의 소득 변수가 요한 변수들

이었다. 신가구경제학에 따르면 여성 자신의 임 은 출산율을 낮추고, 

배우자의 소득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측된다. 해외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본인의 임 의 효과가 배우자소득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 로 여성임 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Heckman & Walker, 1990; Tasiran, 1995; Merigan & St 

Pierre, 1998; Gustafsson, 1999; 민희철, 2008).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 은 임 과 소득을 리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외 가치   가구내 평등한 성역할(MacDonald, 2000; 박수미, 

2008), 출산에 유리한 제도  세 으로 일가족양립이 되는 일자리, 주

변 보육시설, 친인척 동거, 거주지역 등이 주요 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 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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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혼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여성가족패 ｣ 1차년도(2007)의 생애사 자

료이다. ｢여성가족패 ｣은 여성 사례수가 충분하여 다른 자료에서는 분

석하기 어려운 둘째  셋째 출산까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재 충분한 종단데이터가 축 되지 않아 1차년

도의 회고자료를 활용하 는데, 회고자료의 활용에 있어 시 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간불변(time-invariant) 변수만 투입가능하다. 향

후 충분한 년도의 자료가 구축되면 시간가변 (time-varying) 변수들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첫째출산 분석은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 

둘째출산 분석은 첫째출산을 한 여성, 셋째출산 분석은 둘째출산을 한 

여성이다. 첫째 출산의 경우는 결혼이 출산보다 앞서는 경우로 한정하

다. 한편 1940년  출생 코호트와 1980년  출생 코호트는 만혼의 

사례가 고 체 경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제외하 다. 1940년  

출생 코호트는 본 연구의 정의상 만혼을 거의 하지 않은 세 로 30

에 결혼한 여성들이 16명(1.6%)에 불과하며, 1980년  출생 코호트는 

아직 30 에 진입하지 않아 만혼의 효과를 살펴볼 수 없다.

나.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결혼부터 첫째출산, 첫째출산에서 둘째출산,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의 간격(duration) 는 출산 험도(hazard)

이다. 출산 험도는 결혼( 는 이  출산)을 시 으로 하여 매 기간마

다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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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며, 한 기간에 출산을 한 여성은 표본을 떠나게 되고 다음 기간에

는 비율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Allison, 1995; 조병구외, 2007). 

독립변수로는 첫째, 결혼연령을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한다. 결혼연령

은 10 , 20  반, 20  후반, 30 로 분류하며 30  결혼을 잠정

으로 만혼으로 해석한다.5) 둘째, 시기  특성을 확인하기 해 출생

코호트를 투입한다. 출생코호트는 1950년 , 1960년 , 1970년  출

생의 삼분변수이다. 셋째, 여성 기 임 의 proxy로서 여성의 교육수

을 투입한다. 교육수 이 높을수록 잠재임  는 의 임 이 높을 것

으로 측된다. 넷째, 배우자의 교육수 의 경우 여성과 배우자 간 교

육수  차이를 변수로 투입한다. 이는 부부간 교육수 의 상 계가 

매우 높아서, 배우자의 교육수 을 그 로 투입하면 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출산의 기회비용과 련하여 취업상태 변

수를 포함한다. 첫출산의 경우 결혼당시 취업상태 유지여부, 둘째출산

의 경우 첫째출산 당시 취업상태 유지여부, 셋째출산의 경우 둘째출산 

당시 취업상태 유지여부를 각기 투입하 다. 여섯째, 결혼연령과 노동

시장참여 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다. 이는 만혼의 향력이 노동시장

참여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투입되는 변수에 따른 분석 상의 특성은 표와 같다. 여성들의 교육

수 은 고졸이 44.0%로 다수 으며, 다음으로 졸(31.4%), 졸

(24.6%)의 순서 다. 부부학력차이는 평균 1년 정도로 크지 않았다. 

출생코호트로는 70년  출생이 가장 많았고, 50년  출생이 가장 었

다. 결혼 는 출산 당시 노동시장참여율을 살펴보면 결혼 후 계속해

서 일하고 있었던 집단은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20.3%, 첫출산 

후 계속 일하고 있었던 집단은 첫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의 19.7%, 

둘째출산 직후 계속 일하고 있었던 집단은 둘째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

5) 다른 범주로도 분류하여 보았으나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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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8.5% 다. 출산 횟수가 늘어날수록 총 사례 수는 어들지만 노동

시장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Ⅳ-4〉 분석대상의 특성 

변수 사례수(명) % 또는 평균

교육수준

여성중졸 1,630 24.6 

여성고졸 2,920 44.0 

여성대졸 2,081 31.4 

부부학력차이(남성교육년수-여성교육년수) 6,062 0.84

출생코호트

50년대출생 1,668 25.1 

60년대출생 2,254 34.0 

70년대출생 2,712 40.9 

노동시장

참여

결혼전후 지속참여 6,626 20.3 

첫출산전후 지속참여 6,390 19.7 

둘째출산전후 지속참여 5,284 18.5 

결혼연령

10대 결혼 928 14.0 

20대초반 결혼 2,744 41.4 

20대후반 결혼 2,464 37.1 

30대 결혼 498 7.5 

자녀수

1명 1,107 17.3 

2명 3,851 60.2 

3명 1,161 18.1 

4명 218 3.4 

5명 53 0.8 

6명 10 0.2 

7명 1 0.0 

한편 결혼연령은 20  반에 결혼한 여성이 41.4%, 20  후반에 

결혼한 여성이 37.1%로 20  결혼이 다수 다. 10  결혼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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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으며, 30  결혼한 만혼자는 7.5%로 체에서 작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수의 경우는 2명이 60.2%로 과반수이상이었고, 다

음으로는 3명(18.1%), 1명(17.3%)의 순서 다. 자녀가 3명이상인 경

우는 5% 미만에 불과하 다.

이러한 변수들을 분석하기 한 분석방법으로는 가장 일반 인 생존

분석 방법인 Kaplan-Meier 분석과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 활용한다. Kaplan-Meier 분석의 경우 집단별 생존함수를 기술 으

로 살펴보기 한 것이며, Cox 비례 험모형의 경우는 결혼부터 첫째

출산, 첫째출산에서 둘째출산,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의 간격

(duration) 는 출산 험도(hazard)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

모형을 분석하기 해서이다. 

3. 만혼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가. Kaplan-Meier 분석결과

Kaplan-Meier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측 단된 본 연구 

자료의 경우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실제 출산연령이 재까지의 

평균보다 크다면 표본 체의 출산연령을 과소 추정할 소지가 있으므

로 평균보다는  값이 정확한 지표로 권장된다(조병구외, 2007). 이

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기간  값을 집단별로 구분한 표를 제시하

다. 함께 그래 로 제시되는 생존함수는 각 기간별 아직 출산으로 이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결혼에서 첫출산(출산하지 않았을 경우 찰시 )까지의 기간의 

 값은 13개월, 1년 1개월로 나타났다. 20  반에 결혼한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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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  출산하고 20  후반과 10 가 동일했으며 30 의 경우 가

장 늦게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단의 비율도 30 는 17.5%

로 매우 높았다.

노동시장지 를 고려하면 반 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여

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보다 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20 에 결혼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2개월에 50%의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에 출산

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13개월이었다. 결혼당시 노동시장지 를 유지한 

여성들의 경우 반 으로 출산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은 만혼한 여성들(30  결혼)은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 에서는 

출산시 이 빨라 노동시장비참여 여성들과의 차이가 가장 은 집단이

었다. 

〔그림 Ⅳ-1〕 결혼에서 첫출산까지 생존함수: 전체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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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결혼에서 첫출산까지 생존함수: 결혼연령별 

(단위: 개월)

〈표 Ⅳ-5〉 결혼에서 첫출산까지 기간 

중위값
전체

사례수

우측절단

사례수

우측절단

비율

전체 13 6,634 233 3.5 

결혼연령별

10대 13 928 13 1.4 

20대초반 12 2,744 55 2.0 

20대후반 13 2,464 78 3.2 

30대 14 498 87 17.5 

결혼연령

×

노동시장참여별

1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12 815 10 1.2 

1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17 111 3 2.7 

20대초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12 2,284 47 2.1 

20대초 결혼, 노동시장참여 15 459 8 1.7 

20대후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12 1,814 48 2.6 

20대후 결혼, 노동시장참여 16 645 30 4.7 

30대결혼, 노동시장비참여 13 369 70 19.0 

30대결혼, 노동시장참여 15 129 1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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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첫째출산에서 둘째출산(출산하지 않았을 경우 찰시 )까지

의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출산과 둘째출산 간의 평균 출산

간격은 31개월, 약 2년 7개월로 나타났다. 결혼연령별 값을 살펴보면 

10 부터 30 까지 일 되게 출산간격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즉 둘째 출산의 경우는 결혼연령의 효과가 직선형태로 향을 미치

며, 만혼인 30 의 출산간격이 매우 길게 나타나 만혼 여성들이 둘째 

출산을 늦게( 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의 경우 30  여성

들의 우측 단 비율이 48.4%로 거의 반에 다다르고 있어 많은 만혼 

여성들이 출산을 연기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Ⅳ-3〕 첫출산에서 둘째출산까지 생존함수: 전체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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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첫출산에서 둘째출산까지 생존함수: 결혼연령별 

(단위: 개월)

노동시장참여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체로 결혼연령에 따른 출산경

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늦게 

둘째를 출산하며 같은 결혼연령집단 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출산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즉, 첫출산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차이가 부각되었다면 둘째출산의 경우 결혼연령에 따른 차이가 부각되

고 있다. 결과 으로 만혼에 해당하는 30  여성 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출산이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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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첫출산에서 둘째출산까지 기간

중위값
전체

사례수

우측절단

사례수

우측절단

비율

전체 31 6,395 1,107 17.3 

결혼연령별

10대 28 914 77 8.4 

20대초반 30 2686 298 11.1 

20대후반 33 2384 533 22.4 

30대 35 411 199 48.4 

결혼연령

×

노동시장참여별

1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29 668 67 10.0 

1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27 245 10 4.1 

20대초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30 2,209 238 10.8 

20대초 결혼, 노동시장참여 32 474 60 12.7 

20대후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33 1,925 427 22.2 

20대후 결혼, 노동시장참여 35 455 104 22.9 

30대결혼, 노동시장비참여 35 326 160 49.1 

30대결혼, 노동시장참여 38 82 38 46.3 

마지막으로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7>과 같다. 셋째 출산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는 우측 단

의 비율, 즉 조사시 까지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이다. 10 에 결혼한 여성들을 제외하면 우측 단 비율이 50%를 넘

어서기 때문에 값 자체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우측 단 비율은 결

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30 에 결혼한 만혼여성들의 경우 

89.6%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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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 생존함수: 전체 

(단위: 개월)

〔그림 Ⅳ-6〕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 생존함수: 결혼연령별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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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 기간

중위값
전체

사례수

우측절단

사례수

우측절단

비율

전체 . 5292 3851 72.8 

결혼연령별

10대 89 837 401 47.9 

20대초반 . 2390 1720 72.0 

20대후반 . 1853 1540 83.1 

30대 . 212 190 89.6 

결혼연령

×

노동시장참여별

1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 574 327 57.0 

1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35 262 73 27.9 

20대초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 1992 1491 74.8 

20대초 결혼, 노동시장참여 . 395 226 57.2 

20대후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 1562 1304 83.5 

20대후 결혼, 노동시장참여 . 287 232 80.8 

30대결혼, 노동시장비참여 . 177 157 88.7 

30대결혼, 노동시장참여 . 33 31 93.9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출산의 경우 노동시장

에 참여할수록 출산을 늦게 하며, 결혼연령의 효과는 노동시장참여여부 

내에서만 나타난다. 둘째, 둘째출산의 경우 결혼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

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30 에 결혼한 만혼여성들의 출산이 가장 늦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더 늦다. 셋째, 셋째출산의 경우 출산으로 이

행하지 않는 비율 자체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더 높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

지 않은 기술  분석으로, 교육수 과 출생코호트 등 다른 변수들에 의

해 만혼의 향력이 교란되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에서는 다

른 변수의 향력을 통제하여 만혼의 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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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x 모형 분석결과

Kaplan-Meier 모형이 출산간격에 한 기술 인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Cox 비례 험모형은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

과를 인과모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매 출산에 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시도하 다. 첫 번째 모형은 교육수 , 출생코호트, 노

동시장참여, 결혼연령 변수를 각기 투입한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노동시장참여와 결혼연령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한 모형이다. 각 모

형의 종속변수는 출산 험도에 기반을 둔 출산간격으로서, 출산간격은 

출산이행률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석방식은 로짓분석과 동일하다.

우선 첫째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8>

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졸여성에 비해 졸여성들은 출산이행률이 

낮고 고졸여성들은 출산이행률이 높아 교육수 의 향력이 일정하지 

않다. 부부학력차이나 출생코호트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한편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우 반 으로 출산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조건이 평균치일 때 출산 후 지속 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그 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째출산확률

이 21%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연령별로는 20  반에 결혼한 여성들에 비해 10 에 결혼한 

여성들이나 20  후반에 결혼한 여성들은 출산까지의 기간 는 출산

이행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30 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에만 차이를 보인다. 30 에 결혼한 여성들은 20  반에 결혼한 여

성들보다 둘째 이행확률이 21%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연령과 노동시장참여간 상호작용항의 향력을 투입한 모형2를 

살펴보면, 교육수 의 효과에서 고졸여성들과 졸여성들의 차이만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졸 여성들의 향력이 약해져서 통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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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을 벗어났다. 한편 모형1에서 발견된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첫

째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은 상호작용 항을 투입해 보면 20 까지 결혼

한 여성들에 한정되며, 30 에 결혼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이(-0.26)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보다(-0.32) 오히려 출산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에 결혼한 노동시장 비참여 여성

이 비해 만혼한 노동시장 비참여 여성은 27%, 참여 여성은 23%로 첫

출산이행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만혼여성들

의 값은 20 에 결혼한 노동시장 비참여 여성들과 유사한 수 이다.

〈표 Ⅳ-8〉 결혼에서 첫출산까지 이행률 인과모형 

모형1 모형2

 Exp( )  Exp( )

교육수준

여성중졸(대졸대비) -0.10* 0.905 -0.09 0.910 

여성고졸(대졸대비) 0.07* 1.067 0.07* 1.070 

부부학력차이(남성-여성) 0.01 1.008 0.01 1.009 

출생코호트

(60년대대비)

50년대출생 -0.03 0.975 -0.03 0.970 

70년대출생 -0.04 0.963 -0.04 0.962 

노동시장참여 결혼전후지속참여 -0.24*** 0.787 

결혼연령별

(20대초반대비)

10대 -0.04 0.958 

20대후반 -0.02 0.982 

30대 -0.24*** 0.786 

결혼연령

×

노동시장참여별

(20대초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대비)

1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03 0.968 

1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0.36*** 0.698 

20대초 결혼, 노동시장참여 -0.25*** 0.782 

20대후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01 0.989 

20대후 결혼, 노동시장참여 -0.28*** 0.758 

30대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32*** 0.730 

30대결혼, 노동시장참여 -0.26*** 0.773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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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앞서 KM분석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Cox분석에 

투입된 교육수  등 다른 변수의 효과인 것으로 단된다. 즉 KM분석

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만혼여성들이 첫출산을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 여성들의 교육수 과 련되며, 교육수 을 통제할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만혼여성들보다 참여하는 만혼여성들의 첫

출산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첫출산에서 둘째출산까지의 모형을 살펴보면, 교육수 이 

낮을수록 출산을 빨리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 이 높은 여성들이 

둘째출산 이행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여성 비 고졸여성은 

9%, 졸여성은 28% 출산이행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출

산의 경우 부부학력차이도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

다 교육수 이 높을수록 둘째출산 이행가능성이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

다 1년 교육수 이 높을수록 평균 으로 1.5%씩 둘째출산 이행 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출산의 경우에는 여성의 교육

수 이 낮고 남녀 간 차이가 클수록 출산이행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여성자신의 임 이 낮고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한다는 신가구

경제학의 설명에 들어맞는 결과이다.

첫째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코호트의 향력이 없었지만, 둘째출산의 

경우에는 50년 에 출생한 여성들이 60년  출생 여성들에 비해 둘째

출산 이행확률이 1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기 인 특성이 확인된다. 

이 출산과의 련성을 살펴보면, 둘째출산 이행에 해 첫째출산의 

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첫째출산을 늦게 하면 그만

큼 둘째출산 이행률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참여와 결혼연령 변수를 살펴보면, 두 변수들을 따로 투입

하 을 때(모형1) 노동시장참여변수의 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으며, 결혼연령 변수는 첫 출산에서와 마찬가지로 30 에 결혼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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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Exp( )  Exp( )

교육수준

여성중졸(대졸대비) 0.25*** 1.283 0.25*** 1.278 

여성고졸(대졸대비) 0.09* 1.090 0.08* 1.087 

부부학력차이(남성-여성) 0.02* 1.015 0.02* 1.015 

출생코호트

(60년대 대비)

50년대 출생 0.15*** 1.163 0.15*** 1.160 

70년대 출생 0.03 1.031 0.03 1.029 

노동시장참여 첫출산 전후 지속참여 -0.03 0.974 

결혼연령별

(20대 초반 대비)

10대 0.06 1.058 

20대 후반 -0.06 0.937 

30대 -0.32*** 0.724 

결혼연령

×

노동시장참여별

(20대초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대비)

1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00 1.004 

1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0.13 1.142 

20대초 결혼, 노동시장참여 -0.09 0.913 

20대후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08* 0.927 

20대후 결혼, 노동시장참여 -0.11 0.895 

3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34*** 0.709 

3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0.33* 0.719 

출산간격 결혼에서첫출산 간격 -0.01*** 0.986 -0.01*** 0.986 

성들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반에 결혼한 여성과 

비교할 때 30 에 결혼한 만혼여성들은 둘째출산 이행가능성이 28% 

낮았다.

〈표 Ⅳ-9〉 첫출산에서 둘째출산까지 이행률 인과모형

*:p<0.1, **:p<0.05, ***:p<0.01

결혼연령과 노동시장참여 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모형2)을 

살펴보면, 20  후반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은 둘째출산 이행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특징 이다. 30 에 결혼한 여성들은 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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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산하는데, 미미한 차이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0.33)이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0.34)보다 출산이행율이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KM분석과 다른 결과이다. 교육수 과 코호트 

등 기타 요인들을 통제하면, 만혼한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참여로 인

해 출산이행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 한 이 출산간격과의 련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첫째출산의 간격을 당김으로써 

둘째출산 이행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간 효과도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셋째출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출산의 

경우에는 교육수 이 낮을수록 출산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차이가 확연하다. 졸여성 비 고졸여성의 출산이행률은 22%가 높고, 

졸여성의 경우에는 10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  

변수 에서 부부학력차이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출산의 경

우에는 출산코호트의 향력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60년  출

생한 여성들보다 70년  출생한 여성들이 오히려 셋째출산 이행률이 

높은 은 특이하다. 

노동시장참여와 결혼연령의 효과를 각기 투입하 을 때(모형1), 노동

시장참여의 향력은 셋째출산의 경우 오히려 정(+)으로 나타나고 있

어 일하는 여성일수록 셋째출산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

연령별로는 결혼연령의 효과가 직선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반 

결혼한 여성들보다 일  결혼한 여성들은 셋째출산 이행률이 높고, 늦

게 결혼한 여성일수록 셋째출산 이행률이 낮다. 20 반에 결혼한 여

성들과 비교할 때 10 에 결혼한 여성들은 출산이행률이 57% 높고, 

20  후반에 결혼한 여성들은 21% 낮게, 30  만혼 여성들은 43% 

낮게 추정되고 있다.

결혼연령과 노동시장참여 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모형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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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20 에 결혼한 여성들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과 10

에 결혼한 여성들이 셋째출산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후반이나 30 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20 에 결혼한 노동시장 

비참여 여성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 

항의 다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셋째 출산의 우측 단율이 매우 

높은 것과도 련될 수 있다. 앞서 KM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10  

결혼한 여성들을 제외하면 모두 반 이상이 우측 단되어 셋째출산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표 Ⅳ-10〉 둘째출산에서 셋째출산까지 이행률 인과모형 

모형1 모형2

 Exp( )  Exp( )

교육수준

여성중졸(대졸대비) 0.71*** 2.029 0.68*** 1.982 
여성고졸(대졸대비) 0.20* 1.217 0.18* 1.193 

부부학력차이(남성-여성) 0.01 1.006 0.01 1.007 

출생코호트

(60년대 대비)

50년대 출생 0.62*** 1.856 0.62*** 1.854 
70년대 출생 0.30*** 1.347 0.29*** 1.334 

노동시장참여 둘째출산 전후지속참여 0.46*** 1.579 

결혼연령별

(20대 초반대비)

10대 0.45*** 1.565 
20대 후반 -0.24** 0.786 

30대 -0.56** 0.569 

결혼연령

×

노동시장참여별

(20대초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대비)

1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41*** 1.504 
1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1.01*** 2.750 

20대초 결혼, 노동시장참여 0.54*** 1.709 
20대후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15 0.865 

20대후 결혼, 노동시장참여 -0.08 0.921 

3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35 0.705 
3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1.12 0.327 

출산간격
결혼에서 첫출산 간격 -0.01*** 0.990 -0.01*** 0.990 

첫출산에서 둘째출산 간격 -0.02*** 0.982 -0.02*** 0.98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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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첫째, 결혼연령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만혼’에 해당하는 30 의 경우이다. 

첫째, 둘째, 셋째출산 모두에서 30  결혼한 여성들은 출산이행률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나 20  결혼까지의 특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20

 이  결혼연령의 차이는 셋째출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연령을 단순히 연속변수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미변수로 투입하

는 것이 만혼과 출산율 간의 포트폴리오를 악하는 데에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만혼한 여성들의 출산이행율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낮

아지지 않으며, 첫째출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출

산이행율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출산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같은 경향이 발견된다. 한 둘째와 셋째출산 모두에서 이  출산의 간

격이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첫출산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참여의 

향력이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출산 정책을 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만혼에 해당하는 30 에 결혼한 여성

들은 20이하의 연령 에 결혼한 여성들에 비해 출산가능성이 높지 않

으며, 출산하는 자녀의 수도 많지 않다. 이러한 만혼과 출산간의 연

계고리를 끊기 해서는 혼인연령에 직  개입하거나, 여성의 교육수

을 낮추는 방법 등이 이론 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

책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련된 연

구결과는 요한 정책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면 만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 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만혼여성들의 출산문제 해

결의 출발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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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분석결과 요약(일부 변수 제외)

첫출산 둘째출산 셋째출산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노동시장참여
결혼/이전출산전후

지속참여

-0.24
(0.787) × +0.46

(1.579)

결혼연령별

(20대 초반 대비)

10대 × × +0.45
(1.565)

20대 후반 × × -0.24
(0.786)

30대
-0.24

(0.786)
-0.32

(0.724)
-0.56

(0.569)

결혼연령

×

노동시장

참여별

(20대초결혼, 

노동시장

비참여 대비)

1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 × +0.41

(1.504)

1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0.36

(0.698) × +1.01
(2.750)

20대초 결혼, 

노동시장참여
-0.25

(0.782) × +0.54
(1.709)

20대후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 -0.08

(0.927) ×

20대후 결혼, 

노동시장참여

-0.28
(0.758) × ×

30대 결혼, 

노동시장비참여

-0.32
(0.730)

-0.34
(0.709) ×

30대 결혼, 

노동시장참여

-0.26
(0.773)

-0.33
(0.719) ×

출산간격

결혼~첫출산 
-0.01

(0.986)
-0.01

(0.986)
-0.01

(0.990)
-0.01

(0.990)

첫출산~둘째출산
-0.02

(0.982)
-0.02

(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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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만혼과 출산 및 건강상태

1. 만혼과 출산 및 건강의 연관성

가. 만혼과 출산결과의 질 및 건강 문제 대두

지난 40년간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심에는 여성의 교육수  향상

과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 여성의 사회  

치와 향력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

고, 2010년 재 여성의 혼 평균 연령은 28.9세이며, 첫째 자녀 

출산 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09세이다(통계청, 2010).

여성의 만혼(late marriage)과 노산(late childbirth)의 증가는 생물학

으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가임기간이 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합계출산율)가 

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본격 으로 출산장려 정

책을 시작하여 2006년에는 출산장려종합 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2010년 재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22명으로 OECD 회원국가  가장 낮은 수 이다.

최근 서구사회를 심으로 여성의 만혼과 노산으로 인한 출산의 양

(quantity)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출산결과(birth outcomes)와 

련된 질(quality)의 문제에 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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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0-40 에 결혼하여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만혼 여성들의 경

우 20 의 은 여성에 비해 미숙아, 체 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고 험 신생아를 출산할 험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lge et al., 2007; van Goozen et al., 2007). 게다가 만혼 여성은 

임신⋅출산 련 합병증 이환율이 높고, 제왕 개시술율  자연유산과 

사산 등의 임신소모율도 높아 은 여성 보다 신체 ⋅정신  부담이 

상 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한 리  진료가 

부재할 경우 여성 본인과 태아 혹은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도  받

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만혼화에 따른 불량한 출산결과  이들의 열악

한 건강상태는 차세  인구자질에까지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심과 지원 노력이 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성

의 만혼에 따른 출산결과  이들의 건강상태에 한 연구가 여 히 

미흡한 수 이다. 한편, 출산결과  건강상태에 한 여성의 만혼이 

지닌 생물학  불이익과 상반되게 최근 결혼과 출산  보육에 한 

여성의 만혼이 지닌 경제 ⋅심리  안정 등 사회경제  이득도 있음

을 여러 서구사회 연구결과에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만혼의 

생물학   사회경제  요인간의 상쇄효과가 과거와 달리 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개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

서 심을 가지고 있는 결과변수인 출산결과와 건강상태에 한 만혼

의 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만혼에 한 정의  출산결과와 건강상태

를 어느 시기를 기  - 결혼 시  혹은 출산 시  - 으로 찰하느냐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측된다. 이는 출산결과  건강상

태에 한 만혼의 의미가 막연히 결혼을 늦게 한 것으로 정의하고, 개

념화하기에는 오늘날 결혼과 산  건강의 삼각 계가 다양한 연령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컨  20 에 결혼을 하여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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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20 에 결혼하여 30 에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반 한 연구 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단 의 가임여성을 표성 있는 기존 자

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연구 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을 기 으로 출산결과 실태  그 추이를 분석하고, 출산결과

에 한 모의 연령(만혼)이 지닌 생물학  향에 부모의 사회경제  

향이 어느 정도 향을 주며, 최근 이들 향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

펴보고자 한다. 둘째, 배우자(남편)가 있는 기혼여성만을 상으로 이들

의 결혼시 의 연령과 조사시 에서의 연령  자녀유무를 고려하여 

주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생물학적⋅보건사회학적 관점에서 만혼과 출산결과

오늘날 여성의 만혼화 상의 증가는 생물학  측면에서 이들 여성

들의 임신  출산결과에 불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신 혹은 출산결과에 향을 미치는 생물학  요인들에 한 논의는 

의학계를 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량한 출산결과(미숙아, 체 아, 선천성이상아 

등)에 향을  수 있는 생물학  주요 요인들로 산모의 고 연령, 임

신우울증  내외과  질환  출산간격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Rini et al., 1999; Feldman et al., 2000). 

여성의 고 연령은 임신성고 압과 당뇨, 심 계․신경계․결합 조

직․신장․호흡기계 질환, 알코올 독, 악성 종양 등과 같은 내외과  

임신합병증 는 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과 같은 심각한 출 성 임

신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기형, 태아 성장 제한, 조산

아 출산, 주산기 사망 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Rin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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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man et al., 2000; Callaghan et al., 2006; Lin et al., 2007). 

한 여성의 고 연령은 다른 요인들과 상 없이 산모의 임신결과에 직

인 향을  수도 있는데, Delbaere 등(2007)은 임산부의 고 압, 

당뇨, 수정 방식(mode of conception)  교육 수 을 통제 한 후에

도 고 연령 임산부에게서 체 , 조산, 선천성 기형, 태아 사망 등의 

험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하 다.

Hsieh 등(2010)도 임신합병증이 없고 정상질식분만을 한 산모라 하

더라도 고 연령과 조산아(재태연령이 34주 미만), 극소 체 아 출생

(1,500g 미만), 낮은 아 가 스코어(Apgar score), 태아 사망, 신생아 

사망 사이에는 양(+)의 상 계가 존재한다고 하 다. 

한편, 지난 20-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 랑스,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을 심으로 30  후반에 산을 경험하는 고령 여성

의 비율이 증가와 함께 이 기간 여성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치가 상

향 이동하 고, 임신⋅출산의 험을 사 에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보에 한 근성 향상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첨단의료기술의 

발달 등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여성의 지 변화  산 리의 

근성과 첨단화는 그 동안 의학계에서 오랜 통처럼 주장되어온 만

혼(고령)이라는 생물학  특성이 출산결과에 한 인 불이익에 

여성의 사회경제  지 와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서구사

회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기되었다. 즉, 출산결과에 한 여성

의 고 연령이 지닌 생물학   이외 고 연령이 지닌 사회경제  자

원 축 의 보건사회학  에 한 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건사회학  은 출산결과에 한 여성의 고 연령을 보정한 후 

다음과 같이 여성의 사회경제 , 심리 , 행태 , 사회 계  그리고 산

리  요인과 출산결과의 연 성에 을 두고 있다. 첫째, 사회경

제  요인으로 Peacock 등(1995)은 낮은 사회  지 , 낮은 교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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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소득이 조산아 출생 험을 높인다고 보고하 고, Parker 등

(1994)도 흑인과 백인 모두에서 부모의 교육 수 , 직업  소득이 

체 아 출생과 련 있다고 하 다. 특히, 교육수 이 높은 여성은 임

신 기간 동안 사회  자원에 한 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제력, 

자존감 등이 높고 정 이어서 보다 나은 출산결과를 기 할 수 있다

고 하 다(Feldman et al., 2000). 둘째, 심리  요인으로 Holmes와 

Rache(1967)는 임신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스트 스 요인이 된다고 주

장하 는데, 이는 임신도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주요 생활사

건(major life event)의 하나이며, 임신 기에 산모가 느끼는 신체 변

화, 태아의 성장,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 등이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 미숙아, 체 아 등 불량한 출산결과를 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셋째, 행태  요인으로 공선희 등(2005)은 재태기간 에 

흡연 혹은 음주를 경험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그 지 않은 

임신부에서 태어난 신생아 보다 출생 시 체 , 신장, 두 가 작다고 보

고하 고, Neggers와 Goldenbers(2003)는 임신 시 체질량지수가 낮은 

경우 체내 액량이 감소하고 결과 으로 자궁 내 액 순환량이 어

들어 자발  조산아를 출생할 험이 높다고 지 하 다. 넷째, 사회

계 요인으로 Feldman 등(2000)과 Dunkel-Schetter 등(1998)은 임신 

 사회  계는 신생아 건강과 출생 시 체 , 재태연령 등에 정  

연 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특히, 배우자의 사회  계는 임신과정

에 있어 임산부의 신체 , 심리  안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불량한 출산결과의 험수 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하 다. 마지

막으로 Alexander와 Korenbro(1995) 그리고 Barros 등(1996)은 산

리는 임신합병증의 조기진단과 시의 한 치료, 변화 가능한 험요

인의 향을 최소화 혹은 제거함시켜 임신부의 건강행동을 진함으로

써 자궁내 태아 성장  재태기간 연장에 정 인 향을 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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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 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출산결과에 있어 여성의 연령은 이며 늦

은 시기 출산은 출산결과에 치명 인 기존의 생물학  과 함께 늦

게 결혼하여 임신을 하 더라도 이들이 지닌 사회경제 , 심리 , 행태

, 사회 계  이득  산 리의 근성이 높은 경우 여성의 고 연

령이라는 것이 출산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 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건사회학  이 상호 립되고 있다. 여성의 만혼과 노

산이 하나의 사회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들 두 을 

독립 인 의미와 가치로만 간주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임산부의 출산결과를 지

원하기 한 정책을 개발하기 해서는 생물학  과 보건사회학  

을 모두 고려하여 변화하는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의 생물학  특

성과 임신⋅출산의 연 성을 찰해야 할 것이다.

다. 결혼상태, 결혼연령 및 자녀유무와 건강상태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배경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여부

는 사망률  이환율과 상 계가 높은데, 반 으로 기혼자는 미혼

자 보다 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의 이환율이 짧으며, 우울감

이 낮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Wilson, 2001; Williams 

& Umberson, 2004). 컨  배우자(남편 혹은 부인)는 기혼 여성 혹

은 남성에게 있어 돌 자이면서 의료서비스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사 일을 돕고 가구의 생계비를 충당하여 지원하는 가장 일차 인 자

원이기 때문에 미혼자보다 건강문제에 직면했을 때 심 인 부담감이 

덜하다. 특히, 기혼자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에게 있어서도 배우자(남편)는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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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지지  물질 (경제 ) 지지와 연 되어 있어 질병을 방하고, 

건강수 을 개선  증진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여부는 요하다

(Williams & Umberson, 2004). 그러나 결혼상태와 건강과의 연 성

에서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다. 기혼자라 하더라도 배우자(남편)와의 결혼생활(부부 계)이 좋

지 않은 경우, 혹은 별거와 결별(이혼)인 경우는 오히려 미혼자 보다 

건강상태는 열악하며, 배우자(남편)의 사망은 정신  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신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역에 부정  

향을 미칠 수도 있다(McCare & Costa,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반 인 건강상태가 양호

하다는 것에 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국가 단 의 연구에서 일 된 결

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다면,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기혼자 에서

도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건강은퇴패  조

사(Health and Retirement Panel Survey)자료를 분석한 Heneretta(2007)

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 에서도 20  이  이른 시기 결혼한 여성은 

20  이후 결혼한 여성에 비해 사망의 험도가 상 으로 높았으며, 

심장질환, 폐질환, 암 유병률(암발병율)이 높다고 보고하 다. 게다가 

배우자(남편)의 사회경제  지 (socioeconomic status) 즉, 배우자의 

학력수 과 월 평균 소득이 높고,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의 여성은 그

지 않은 배우자의 여성 보다 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장애 험도 

한 낮다고 하 다. Santhya 등(2010)은 18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18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여성 보다 배우자(남

편)로부터의 구타  성폭행에 노출될 험성이 높고, 가족계획에 참여

하거나 피임을 통해 자녀출산을 연기하는데 있어 자율성과 권한이 남

성보다 낮으며, 의료 환경이 잘 조성된 곳에서 자녀를 출산을 하는 비

율이 낮아, 궁극 으로 조산  유산의 험 수 이 높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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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에게 있어 결혼행 는 출산행 로 연계되는데, 여기서 여

성의 만혼화와 건강수 은 다를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이에 한 근

거가 되는 연구는 재로서는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여성

의 결혼 시 연령과 산까지의 출산지연 기간(시간)  자녀 수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각 변

수가 건강수 에 미치는 독립  향은 일반 인 상식 범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로 들어 설명하면, 일반 으로 주

 건강수 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결혼유무와는 상 없이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에서 나타나는 일반

인 사실이다. 기혼자에 한정하여 주  건강수 을 보더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의 만혼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열악하다기 보다는 만혼에 내포된 고 연령이 지닌 연령효과(age 

effect)로 나타난 상으로 해석된다. 자녀 역시 일반 으로, 특히 부모

의 손길이 많이 가는 아동을 둔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보기 해 

개인에게 투자(건강투자 포함)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질

병 방  건강 증진을 꽤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 인 상식 이다. 그

러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에는 자녀들로부터 받는 심리 , 경

제  보상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건강상

태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보다 열악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  내에서 기혼 

여성들의 결혼연령과 자녀유무  자녀를 둔 시기의 연령에 따른 건강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여성의 만혼화와 건강의 연 성에 

한 련 근거를 간 으로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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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과 출산결과 

가. 자료 및 변수설명

1) 자료  연구 상

만혼여성의 출산결과 험요인  추이분석을 해 통계청의 인구동

향조사를 사용하 다.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출생부문 원자료만을 사용하 다. 출생부문 

원자료는 읍⋅면⋅동 는 시⋅군⋅구에 제출된 출생 신고서를 근거로 

해당기  공무원이 인구동태신고시스템에 련 내용을 입력하면 통계

청에 실시간으로 장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  본 연구에서는 출산결

과의 추이를 분석하기 해 1997년, 2003년, 2009년 자료를 인 으

로 선정하 다. 

이상의 3개년도 자료에서 출생 시 모의 연령이 20세 이상 49세 미

만이면서 배우자(남편)가 있으며, 산(first childbirth)6)인 기혼 여성

으로 연구 상을 제한하 다. 따라서 최종 연구 분석 상자 수는 

1997년 306,699명, 2003년 223,343명, 2009년 217,532명이며, 3개

년도 연구 상자의 수는 총 747,574명이다.

2) 활용 변수  분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출산결과(birth outcome)를 측정하기 해 재

태연령(gestational age)과 출생체 (weight at birth) 변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출산결과를 유형화 하 다. 재태연령이 37주 미만이면서 

출생체 이 2,500g 미만은 부당경량아(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6) 본 연구에서 산은 출생신고 시 생존자녀 수가 1명인 경우로서 총 출산 자녀수가 총 생존 자녀수인 1명 보

다 많은 경우는 연구분석 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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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연령 37주 이상이지만 출생체 이 2,500g 미만은 자궁내발육부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재태연령이 37주 미만이지

만 출생체 이 2,500g 이상은 부당 량아(large for gestational age, 

LGA), 그리고 재태연령이 37주 이상이면서 출생체 이 2,500g 이상

은 정상아(term & normal birth weight infant, Normal)로 정의하

다(그림 Ⅴ-1참고).7)

〔그림 Ⅴ-1〕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을 고려한 분류(CDC, 1994)

주요 독립변수로 모(母)의 연령을 고려하 으며, 이는 다시 결혼 시

 시 연령과 출산 시 의 연령으로 구분하 다. 이는 결혼 시 이 출

7) 일반 으로 37주 미만 출산아이면서 해당 재태연령에 비해 출생체 이 10백분 수 미만

인 경우를 부당경량아, 37주 미만 출산아이면서 해당 재태연령에 비해 출생체 이 10-90
백분 인 경우 정상 량아, 37주 미만 출산아이면서 해당 재태연령에 비해 출생체 이 90
백분 수 이상인 경우를 부당 량아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 질병 리본

부(CDC)에서 재태연령과 출생체 을 고려한 유용한 분류기 을 근거로 SAG, LAG, 
IUGR를 구분하 다(Kiel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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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결과의 험이 낮은 20 에 결혼 하 다 하더라도 출산을 연기하여 

출산결과의 험이 높은 30 에 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모두 고려하 으며, 20-29세, 30-34세, 

35-39세, 40-49세로 각각 분류하 다.

한편,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향에 한 출산

연기 기간(birth control postponed period)이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변수 한 통제변수로 포함하 다. 출산연기 기간은 3년 미

만, 3-4년, 4년 이상으로 범주화하 다. 이외 출생아 생물학  변수와 

부모의 인구학 ⋅사회경제  변수도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고려하

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출생결과와 연 성이 높은 출생아의 생물학

 특성으로 출생아의 성(남아, 여아)과 다태아 여부(단태아, 태아 이

상)가 포함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  변수로는 학력과 직종이 고려되

었다. 학력은 졸 이상, 고졸, 졸 이하로, 직종은 비육체직( 리자, 

문가, 사무 종사자 등), 육체직(서비스⋅ 매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그리고 무직/주부로 각각 구

분하 다.

3) 분석 방법

만혼여성의 출산결과 험요인  추이에 한 분석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연령과 출산연령별 재태연령  출생체 의 평

균값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결혼연령별 출산지연 기간 분포와 

추이를 분석하 다. 셋째, 결혼연령과 출산지연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 다. 넷째, 연도별 불량한 출산결과 - 부당경량

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 의 분포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

섯째, 앞서 제시한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출산지연 기간별 불량한 출

산결과의 분포와 추이를 분석하 다. 여섯째, 본 연구에 통제변수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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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출생아의 생물학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불량

한 출산결과의 분포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보정

한 후 결혼연령  출산연령을 기 으로 불량한 출산결과와의 통계  

연 성을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여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하 다. 

나. 재태연령 및 출생체중 추이

여성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에 따른 평균 재태연령(week)  출생

체 (kg)의 추이를 살펴 본 결과, 1997년, 2003년, 2009년 모두 결혼

연령과 출산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재태연령과 평균 출생체  모두 

낮아졌다. 이는 여성이 늦게 결혼할수록 혹은 출산 연령이 늦어질수록 

재태연령이 짧거나, 출생 시 신생아의 체 이 낮을 험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태연령이 짧을 경우 미숙아(37주 미

만)의 출산 가능성이, 그리고 신생아의 체 이 낮을 경우 체 아

(2,500g 미만)의 출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결혼연령 혹은 출산연령에 상 없이 평균 재태연령과 

출생체 이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연도별 동일 연령 

군에서도 찰되었다. 컨  결혼연령을 기 으로 1997년 20-29세 평

균 재태연령은 39.6주이지만, 2003년 동일 연령군의 평균 재태연령은 

39.3주, 2009년에는 39.0주로 진 으로 고 있다. 이는 곧 최근으

로 올수록 미숙아, 체 아 등 불량한 임신결과의 험이 높아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에는 연령 간 평균 재태연령과 출생체 의 차이가 은 

연령군에서 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과 2003년 결혼

연령을 기 으로 평균 재태연령과 출생체 의 연령 간 차이는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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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만, 2009년에는 20-29세와 20-34세의 평균 재태연령과 출생

체 의 차이는 없거나 거의 차이가 없었고, 3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997년과 2003년에 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령 여성에게서 평균 

재태연령  출생체 이 상 으로 낮았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1997년 결혼연령이 20-29세는 재태연령이 39.6주, 30-34세는 39.4주, 

35-39세는 39.1주, 40-49세는 39.0주 으며, 2003년 결혼연령이 

20-29세는 재태연령이 39.3주, 30-34세는 39.2주, 35-39세는 38.8주, 

40-49세는 38.6주 다. 그러나 2009년 결혼연령이 20-29세와 30-34

세의 평균 재태연령은 39.0주로 동일하 고 35세 이상 연령 군에서의 

평균 재태연령은 20-29세 보다 작게는 0.2주 많게는 0.6주 짧았다. 

평균 출생체  역시 1997년, 2003년 그리고 2009년 모두 결혼연령

을 기 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체 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 으나 20-29세 비 20-34세의 평균 출생체 의 차이는 1997년 

0.05kg, 2003년 0.04kg, 2009년 0.0kg으로 은 연령군 간 평균 출

생체 의 차이가 어들어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 

기 에서 뿐만 아니라 출산연령 기 에서도 연도별 연령 간 평균 재태

연령  출생체 의 차이와 그 경향성 그리고 은 연령군에서의 기울

기 감소를 동일하게 찰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최근 20 와 30  반 기혼여성들의 평균 재태연령과 

출생체 이 거의 동일한 수 으로 나타난 것과 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연령  여성들에게 있어 경제활동 참가 지속 등의 이

유로 출산지연 행 가 만연되어 있다는 이며, 이에 한 분석이 필요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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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결혼연령⋅출산연령별 평균 재태연령 및 출생체중 추이

다. 결혼연령별 출산지연 기간 추이

결혼연령별 첫째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즉 출산지연 기간을 연도별

로 살펴보았다. 1997년 평균 출산지연 기간은 40-49세(1.71년), 35-39

세(1.56년), 30-34세(1.51년), 20-29세(1.50년)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을 빨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에는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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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1.89년), 40-49세(1.73년), 35-39세(1.63년), 30-34세(1.54년) 순으

로 20-29세의 출산지연 기간이 상 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결

혼연령별 출산지연 기간이 1997년과는 반  순 를 보 다. 즉, 20-29

세는 1.89년, 30-34세는 1.61년, 35-39세는 1.46년, 40-49세는 1.43년

으로 결혼 시 연령이 을수록 출산을 지연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결혼연령에 따른 출산지연 기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먼  

결혼 3년 미만에서 산을 경험한 비율이 1997년에는 20-29세가 

88.6%로 가장 높고, 30-34세 88.3%, 35-39세 86.8%, 40-49세 

8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에는 결혼 3년 미만에서 출산

을 경험한 비율이 30-34세가 86.9%로 가장 많았고, 35-39세 84.2%, 

40-49세 81.4%, 그리고 20-29세 77.8% 순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1997년과는 반 로 결혼 3년 미만의 산 비율이 40-49

세가 88.1%로 가장 높았고, 35-39세 86.8%, 30-34세 83.5%, 20-29

세 76.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게 결혼 3년 미만의 산 비율이 

20-29세 은 연령 에서 어들고 있지만, 상 으로 결혼 3년 이후 

산을 경험하는 비율은 은 연령 에서 확연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9세  결혼 3-4년 혹은 5년 후 산을 경험한 비율은 

1997년 8.2%와 3.2% 으나, 2003년 16.2%와 6.0%로 거의 2배 이

상 증가하 고, 2009년에는 16.1%와 7.3%로 결혼 3-4년 차에서 산 

비율은 2003년과 유사하 으나, 5년 이후 산 비율은 2003년보다 

1.3%p 증가하 다. 이와는 반 로 40-49세의 결혼 3-4년 혹은 5년 이

후 산 비율은 1997년 12.4%와 4.7% 으나, 2009년에는 각각 9.2%

와 2.7%로 나타나 1997년 비 상당 비율 감소한 것을 찰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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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연도에 따른 결혼연령별 출산지연 기간

구분

1997년 2003년 2009년 합계

3년 

미만
3-4년

5년 

이상
평균

3년 

미만
3-4년

5년 

이상
평균

3년 

미만
3-4년

5년 

이상
평균 1997년 2003년 2009년

20-29세 88.6 8.2 3.2 1.50 77.8 16.2 6.0 1.89 76.6 16.1 7.3 1.89 278,888 
(100.0)

181,575 
(100.0)

149,538 
(100.0)

30-34세 88.3 7.7 4.0 1.51 86.9 9.9 3.2 1.54 83.5 12.5 4.0 1.61 22,978 
(100.0)

35,566 
(100.0)

56,711 
(100.0)

35-39세 86.8 9.6 3.6 1.56 84.2 11.6 4.2 1.63 86.8 10.6 2.6 1.46 4,341 
(100.0)

5,461 
(100.0)

10,348 
(100.0)

40-49세 82.9 12.4 4.7 1.71 81.4 14.0 4.6 1.73 88.1 9.2 2.7 1.43 492 
(100.0)

741 
(100.0)

935 
(100.0)

라.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추이

재태연령과 출생체 을 고려하여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

육부   정상아로 분류하여 이들의 출산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정상아

를 제외한 불량한 출산결과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보면, 부당경량아는 1997년 1.4%에서 

2003년 2.1%, 2009년에는 2.6%로 1997년 비 2009년 1.2%p 증가

하 다. 부당 량아 역시 1997년 1.4%, 2003년 2.0%, 2009년 2.6%

로 1997년 비 2009년 1.2%p 증가하 다.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는 

1997년 1.8%에서 2003년 1.9%, 2009년에는 2.1%로 1997년 비 

2009년 0.3%p 증가하 다. 

구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정상아 합계(%)

1997년 1.4 1.4 1.8 95.4 306,699(100.0)

2003년 2.1 2.0 1.9 94.0 223,343(100.0)

2009년 2.6 2.6 2.1 93.0 217,532(100.0)

〈표 Ⅴ-2〉 연도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추이

주: 재태연령이 37주 미만이면서 출생체중이 2,500g 미만은 부당경량아(preterm & low birth weight), 재

태연령이 37주 이상이지만 출생체중이 2,500g 미만은 자궁내발육부전(Intra 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재태연령은 37주 미만이지만 출생체중이 2,500g 이상은 부당중량아(preterm & 
large-for-gestational age), 재태연령이 37주 이상이면서 출생체중이 2,500g 이상은 정상아(term & 
normal birth weight)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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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혼연령⋅출산연령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추이

결혼연령과 출산연령별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추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모두 연령이 높을수

록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이 증가하 으

며, 3개 연도 모두 일 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결혼연령이 20-29세의 경우 출산연령이 20-29세 보다 부당경

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이 모든 연도에서 높았다. 

그러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30세 이상에서는 연도에 따라 그리고 

출산결과 유형에 따라 불량한 출산결과 비율이 유사하거나 다소 차이

가 있음을 찰할 수 있으나, 어떤 연령 기 이 더 불량한 출산결과와 

연 성이 높은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Ⅴ-3〉결혼연령․출산연령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및 자궁내발육부전 추이

구분 연령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합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결혼

연령

20-29세 1.3 1.9 2.5 1.4 1.9 2.2 1.7 1.8 2.0 278,888 
(90.9)

181,575 
(81.3)

149,538 
(68.7)

30-34세 2.3 2.6 2.8 2.1 2.2 2.3 2.2 2.3 2.1 22,978 
(7.5)

35,566 
(15.9)

56,711 
(26.1)

35-39세 2.7 4.1 3.5 2.8 3.0 3.1 2.9 2.9 2.9 4,341 
(1.4)

5,461 
(2.5)

10,348 
(4.8)

40-49세 4.3 4.7 4.6 4.3 4.3 4.1 4.3 3.6 3.7 492 
(0.2)

741 
(0.3)

935 
(0.4)

출산

연령

20-29세 1.2 1.7 2.1 1.3 1.8 2.0 1.7 1.7 1.9 263,744 
(85.9)

154,268 
(69.0)

116,377 
(53.5)

30-34세 2.2 2.7 3.0 2.1 2.2 2.4 2.2 2.2 2.1 34,912 
(11.4)

58,857 
(26.4)

81,860 
(37.6)

35-39세 3.1 4.4 4.1 2.7 3.1 3.2 3.0 2.9 3.0 6,977 
(2.3)

8,699 
(3.9)

17,344 
(8.0)

40-49세 4.1 4.5 4.9 3.8 4.2 4.2 3.2 4.2 3.5 1,066 
(0.4)

1,519 
(0.7)

1,951 
(0.9)

합  계(%)
306,699 
(100.0)

223,343 
(100.0)

217,5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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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결혼연령⋅출산연령별 부당경량아(SAG), 부당중량아(LAG) 및

   자궁내발육부전(IUGR)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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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출산지연 기간에 따른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

전 추이

앞서 제시한 결과는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을 독립 으로 간주하고 출

산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결혼을 특정 연령 에 했더라도 출산연령

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산결과도 다른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결혼연령에 출산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 차이와 추이를 분석하 다.

먼  결혼연령이 20-29세인 경우 출산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량

한 임신결과 출산비율이 증가하 다. 출산지연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보

면, 5년 이상 출산을 지연한 경우 3년 미만과 3-4년 보다 상 으로 

불량한 출산결과 험 수 이 높았다. 특히, 5년 이상 출산을 지연한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 사이의 불량한 출산결과의 비율차이가 최근

으로 올수록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도 20-29세와 같이 출산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경량

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이 증가하 다. 불량한 출

산결과  부당경량아의 경우 부당 량아와 자궁내발육부  출산 보다 

출산지연 기간에 따른 출산비율 차이가 확연하게 찰되었다. 결혼연령

이 35-39세 역시 출산지연 기간 3년 미만 비 3-4년 혹은 5년 이상

인 경우 반 으로는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결혼연령이 20-29세와 같이 출산지연 기간별 

차이를 모든 불량한 출산결과 유형에서 명확하게 찰할 수 없었다. 게

다가 결혼연령이 40-49세의 경우는 출산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불량한 

출산결과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그러나 이들 연령 에 결혼한 여성의 

수가 어서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고, 실제 출산을 지연하는 것에 따른 

출산결과의 차이가 이들 연령 에서는 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에 재의 결과에 기 하여 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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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결혼연령별 출산지연 기간에 따른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및

 자궁내발육부전 추이

구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합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20-

29세

전체 1.26 1.93 2.51 1.35 1.89 2.17 1.73 1.81 1.98 278,888 
(100.0)

181,575 
(100.0)

149,538 
(100.0)

3년 

미만
1.14 1.64 2.02 1.27 1.78 1.98 1.69 1.70 1.82 247,108 

(100.0)
141,238 
(100.0)

114,625 
(100.0)

3-4년 1.76 2.26 3.19 1.62 1.93 2.40 1.91 2.03 2.29 22,895 
(100.0)

29,361 
(100.0)

24,014 
(100.0)

5년 

이상
3.20 4.89 6.14 2.81 3.25 3.62 2.39 2.76 3.06 8,885 

(100.0)
10,976 
(100.0)

10,899 
(100.0)

30-

34세

전체 2.27 2.57 2.76 2.05 2.23 2.33 2.22 2.32 2.12 22,978 
(100.0)

35,566 
(100.0)

56,711 
(100.0)

3년 

미만
2.01 2.34 2.40 1.99 2.10 2.21 2.13 2.17 1.99 20,293 

(100.0)
30,880 
(100.0)

47,325 
(100.0)

3-4년 4.31 3.34 3.93 2.15 2.72 2.72 2.49 3.28 2.56 1,765 
(100.0)

3,533 
(100.0)

7,105 
(100.0)

5년 

이상
4.24 6.24 6.62 3.26 3.99 3.64 3.59 3.30 3.38 920 

(100.0)
1,153 

(100.0)
2,281 

(100.0)

35-

39세

전체 2.72 4.05 3.45 2.83 3.04 3.05 2.90 2.86 2.85 4,341 
(100.0)

5,461 
(100.0)

10,348 
(100.0)

3년 

미만
2.47 4.05 3.17 2.71 2.94 2.88 2.95 2.65 2.83 3,765 

(100.0)
4,596 

(100.0)
8,986 

(100.0)

3-4년 4.07 3.94 5.58 3.11 3.78 3.93 2.15 3.46 2.84 418 
(100.0)

635 
(100.0)

1.093 
(100.0)

5년 

이상
5.06 4.35 4.09 5.06 3.04 5.20 3.80 5.22 3.72 158 

(100.0)
230 

(100.0)
269 

(100.0)

40-

49세

전체 4.27 4.72 4.60 4.27 4.32 4.06 4.27 3.64 3.74 492 
(100.0)

741 
(100.0)

935 
(100.0)

3년 

미만
4.66 4.81 5.22 4.66 4.15 3.88 4.41 3.48 3.28 408 

(100.0)
603 

(100.0)
824 

(100.0)

3-4년 3.28 2.88 0.00 1.64 6.73 5.81 3.28 4.81 8.14 61 
(100.0)

104 
(100.0)

86 
(100.0)

5년 

이상
0.00 8.82 0.00 4.35 0.00 4.00 4.35 2.94 4.00 23 

(100.0)
34 

(100.0)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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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출생아․부모 특성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출

산 추이

출생아의 생물학  특성과 부모의 출산지연  사회경제  특성별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 추이를 분석하 다. 

먼  출생아의 생물학  특성  출생아 성과 련하여 살펴보면, 

부당경량아와는 다르게 부당 량아와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 연도별 

남녀 간 비율  증가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연도별 남녀 비율 

차이는 남아는 부당 량아, 여아는 자궁내발육부 의 출산비율이 모든 

연도에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당 량아 출산비

율은 남성은 1997년 비 2009년 1.1%p 증가한 반면, 여아는 0.6%p 

증가하 다. 그리고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은 남성은 동일 기간 

0.1%p만 증가하 지만, 여아는 0.5%p 증가하 다. 다태아 여부의 경

우 출산결과의 유형과는 상 없이 - 물론, 태아의 경우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태아 

이상에서의 불량한 출산결과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특히, 태아 이상

에서의 부당경량아 출산비율은 2009년 38.0%로 단태아에서의 출산비

율 2.0% 보다 36.0%p 높았다.

출산지연 기간에 따른 불량한 출산결과 차이와 추이를 살펴보면, 모

든 연도에서 출산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이 높으며, 모든 연도에서 일 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출산결과 유형별 증가 추이는 다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컨 , 부당 량아와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 출산지연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일정 간격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경량아의 경우 일정 간격으

로 증가하기 보다는 출산기간이 길고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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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합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출생아 

성

남아 1.4 2.1 2.6 1.6 2.3 2.7 1.5 1.6 1.6 157,168 
(100.0)

114,442 
(100.0)

111,638 
(100.0)

여아 1.3 2.1 2.7 1.2 1.7 1.8 2.1 2.3 2.6 149,531 
(100.0)

108,901 
(100.0)

105,894 
(100.0)

다태아

여부

단태아 1.3 1.7 2.0 1.4 1.8 2.0 1.7 1.7 1.8 305,469 
(100.0)

220,210 
(100.0)

213,541 
(100.0)

쌍태아 

이상
26.2 31.3 38.0 8.8 11.9 14.2 17.9 16.7 15.6 1,230 

(100.0)
3,133 

(100.0)
3,991 

(100.0)

출산

지연

기간

3년 미만 1.2 1.8 2.2 1.4 1.9 2.1 1.7 1.8 1.9 271,574 
(100.0)

177,317 
(100.0)

171,760 
(100.0)

3-4년 2.0 2.4 3.4 1.7 2.1 2.5 2.0 2.2 2.4 25,139 
(100.0)

33,633 
(100.0)

32,298 
(100.0)

5년 이상 3.3 5.0 6.2 2.9 3.3 3.7 2.5 2.9 3.1 9,986 
(100.0)

12,393 
(100.0)

13,474 
(100.0)

모 학력

대졸 

이상
1.3 1.9 2.5 1.5 1.9 2.2 1.6 1.8 1.9 103,305 

(100.0)
124,559 
(100.0)

153,630 
(100.0)

고졸 1.3 2.3 2.9 1.4 2.1 2.5 1.8 2.1 2.4 190,748 
(100.0)

94,788 
(100.0)

59,758 
(100.0)

중졸 

이하
2.2 2.6 3.1 1.8 2.0 2.3 3.0 3.4 3.0 12,646 

(100.0)
3,996 

(100.0)
4,144 

(100.0)

부 학력

대졸 

이상
1.2 1.9 2.5 1.4 1.9 2.2 1.6 1.8 1.9 140,428 

(100.0)
133,853 
(100.0)

155,987 
(100.0)

고졸 1.4 2.3 2.9 1.4 2.1 2.5 1.9 2.1 2.4 149,644 
(100.0)

83,374 
(100.0)

57,654 
(100.0)

중졸 

이하
1.9 3.0 3.1 1.7 2.6 2.7 2.7 3.0 3.0 16,627 

(100.0)
6,116 

(100.0)
3,891 

(100.0)

모 직종

비육체직 1.2 1.9 2.4 1.4 1.8 2.2 1.6 1.7 1.9 41,739 
(100.0)

42,866 
(100.0)

65,431 
(100.0)

육체직 1.5 2.0 2.5 1.4 2.1 2.3 2.0 1.8 2.1 8,695 
(100.0)

10,764 
(100.0)

12,556 
(100.0)

무직/

주부
1.4 2.2 2.8 1.4 2.0 2.3 1.8 2.0 2.1 256,265 

(100.0)
169,713 
(100.0)

139,545 
(100.0)

부 직종

비육체직 1.3 2.0 2.6 1.4 1.9 2.2 1.7 1.8 2.0 169,940 
(100.0)

131,040 
(100.0)

140,527 
(100.0)

육체직 1.5 2.2 2.6 1.5 2.1 2.4 1.9 2.1 2.2 127,646 
(100.0)

82,250 
(100.0)

67,459 
(100.0)

무직 1.2 2.3 3.0 1.7 2.0 2.4 1.7 2.2 2.3 9,113 
(100.0)

10,053 
(100.0)

9,546 
(100.0)

〈표 Ⅴ-5〉출생아 및 부모의 특성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및 자궁내발육부전 출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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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회경제  특성으로 고려된 모와 부의 학력수 과 직

종유형에 따른 출산결과를 분석하 다. 반 으로 모와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비율이 높았

고,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

다가 부당경량아와 부당 량아의 학력수 별 증가율은 자궁내발육부  

증가율 보다 훨씬 높았다. 즉, 부당경량아의 경우 1997년 모와 부의 

학력이 졸이하일 때 각각 2.2%와 1.9% 으나, 2009년에는 모두 

3.1% 으며, 고졸은 같은 기간 모와 부 모두 1.3%와 1.4%에서 모두 

2.9%로, 그리고 졸이상도 같은 기간 모와 부 각각 1.3%, 1.2%에서 

모두 2.5%로 증가하 다. 그러나 자궁내발육부 은 1997년 모와 부의 

학력이 졸이하는 3.0%와 2.7%, 고졸은 1.8%와 1.9%, 졸이상은 

모와 부 모두 1.6% 으나 2009년에는 모와 부 모두 졸이하는 

3.0%, 고졸은 2.4%, 졸이상은 모두 1.9%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모

와 부의 직종유형별로 독립 으로 살펴보더라도 부당경량아, 부당 량

아  자궁내발육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 다. 그러나 모와 

부의 직종유형별 임신결과의 차이는 거의 0.1~0.4%p 차이로 었으며, 

반 으로 무직/주부가 육체직과 비육체직에 비해 불량한 출산결과 비

율이 상 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출산에 대한 다항로지스

틱 분석 결과

<표 Ⅴ-6>은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에 

한 결혼연령과 결혼지연 기간  출생아/부모의 생물학 ⋅사회경제  

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한 것이다.

먼  결혼연령과 출산결과 연 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연령이 높을

수록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 오즈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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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결혼연령 간 모든 출산결과의 오즈비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컨  부당경량아의 경우 

1997년 20-29세 비 30-34세의 오즈비는 1.81, 35-39세는 2.09, 

40-49세는 3.26이었으나, 2009년에는 20-29세 비 30-34세의 오즈

비는 1.19, 35-39세는 1.59, 40-49세는 2.24로 나타나 1997년 30-34

세 비 2009년 30-34세는 34.2%, 1997년 35-39세 비 2009년 

35-39세는 23.9%, 1997년 40-49세 비 2009년 40-49세는 31.3% 

각각 오즈비가 감소하 다. 부당 량아의 경우 1997년 30-34세 비 

2009년 동일 연령 는 27.3%, 1997년 35-39세 비 2009년 동일 연

령 는 30.4%, 1997년 40-49세 비 2009년 동일 연령 는 39.5%,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 1997년 30-34세 비 2009년 동일 연령 는 

11.1%, 1997년 35-39세 비 2009년 동일 연령 는 0.7%, 1997년 

40-49세 비 2009년 동일 연령 는 4.7% 각각 오즈비가 감소하 다. 

물론 출산결과가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 부당경량아와 부당 량아와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연령 간 오즈비 차이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

이지는 않고, 오히려 2009년 40-49세는 2003년 동일 연령  비 오

즈비가 다소 증가하 다. 2009년 20-29세 비 30-34세와 35-39세의 

오즈비는 2003년 동일 연령  보다 감소하 다.

에서 살펴보았던 출산결과에 한 결혼연령의 순효과(net effect)

를 악하기 해서는 뒤에서 언 하겠지만, 출산 시  시 출생아의 생

물학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  특성을 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

혼 시 연령과 출산 시 연령 사이에 존재하는 출산지연 기간이 출산결

과에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 한 본 다항로지

스틱 분석결과에는 고려하 다. 앞서 기술 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출산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

부  출산 오즈비가 증가하 다. 그러나 출산결과가 부당경량아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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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아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지연 기간에 따른 출산결과 오즈

비 차이가 어들고 있지만,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 출산지연 기간이 5

년 이상에서는 1997년 비 2003년에 오즈비가 다소 감소하 으나, 

2003년 비 2009년에는 오히려 오즈비가 반등되는 결과를 보 다. 

〈표 Ⅴ-6〉 결혼연령 기준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및 자궁내발육부전 출산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구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결혼연령[20-29세]

30-34세 1.81*** 1.46*** 1.19*** 1.54*** 1.24*** 1.12*** 1.26*** 1.33*** 1.12**

35-39세 2.09*** 2.27*** 1.59*** 2.17*** 1.70*** 1.51*** 1.53*** 1.55*** 1.52***

40-49세 3.26*** 2.79*** 2.24*** 3.39*** 2.54*** 2.05*** 2.15*** 1.89*** 2.05***

출산지연 기간[3년 미만]

3-4년 1.51*** 1.11** 1.16*** 1.23*** 1.05 1.09** 1.08 1.10** 1.08*

5년 이상 2.06*** 1.67*** 1.61*** 2.02*** 1.47*** 1.40*** 1.20*** 1.15** 1.21***

출생아 성[남아]

여아 0.98 0.99 1.02 0.77*** 0.74*** 0.67*** 1.44*** 1.49*** 1.62***

다태아여부[단태아]

쌍태아 이상 36.09*** 40.06*** 51.19*** 11.05*** 14.22*** 19.35*** 20.54*** 22.71*** 24.39***

모학력[대졸이상]

고졸 0.95 1.13*** 1.12*** 0.92** 1.06 1.08** 0.99 1.07* 1.20***

중졸 이하 1.21** 1.17 1.24** 1.00 0.92 1.01 1.36*** 1.62*** 1.45***

부학력[대졸이상]

고졸 1.17*** 1.13*** 1.14*** 1.07 1.03 1.14*** 1.16*** 1.12*** 1.14***

중졸 이하 1.19** 1.33*** 1.23* 1.05 1.29*** 1.22* 1.42*** 1.34*** 1.36***

모직종[비육체직]

육체직 1.02 1.02 1.03 0.92 1.08 1.00 1.11 1.01 1.00

무직/주부 1.04 1.04 1.09*** 1.03 1.05 1.00 1.08* 1.07 1.00

부직종[비육체직]

육체직 1.06 1.01 0.98 1.01 1.03 1.06* 1.00 1.05 1.01

무직 0.94 1.20*** 1.16** 1.18* 1.03 1.08 0.99 1.20** 1.09

*:p<0.1, **:p<0.05, ***:p<0.01
자료: 1) 본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2) 각 변수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 ]안을 참조 바람.
3) 직종유형에서 고위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은 비육체직, 서비스․판매직, 기술직, 단순노무직 등은 육

   체직, 학생, 주부 등은 무직으로 각각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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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의 생물학  특성(출생아 성, 다태아 여부)에 따른 연도별 출

산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내발육부  출산 오즈비는 남아보다는 여아

에서, 부당 량아 출산은 여아 보다는 남아에서 각각 높았고, 이들 연

성은 최근으로 올수록 통계  검정력도 향상되었고, 오즈비도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당경량아에서는 출생아 성별에 따른 

오즈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통계  유의미성도 찰되지 

않았다. 다태아와 출산결과의 연 성과 련해서는 선행연구들의 보고

와 동일하게 단태아 보다는 다태아에서의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 오즈비가 확연히 높았으며, 오즈비는 최근으로 올

수록 모든 출산결과에서 증가하 다. 특히, 다태아의 경우 부당경량아

와 부당경량아는 1997년 비 2009년에 오즈비가 각각 41.8%와 

75.1% 증가하 지만,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 동일기간 18.7% 증가하

는 수 에 그쳤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변할 수 있는 학력수 에 따른 출산결

과의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모와 부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부당경량

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의 오즈비가 높았다. 한 학력 간 

차이는 모든 연도에서도 찰할 수 있었다. 특히, 모의 학력에서 졸 

이상 비 고졸의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의 오즈비

는 1997년 비 2009년에 상당부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졸 이상 비 졸 이하의 경우 졸 이상 비 고졸 보다는 모든 

연도에서 오즈비가 상 으로 높으나, 동일하게 증가추세는 찰할 수 

없었다. 한 반 으로 졸 이상 비 졸 이하의 불량한 출산결과

의 오즈비는 모든 연도에서 1.2배 이상 높았고, 자궁내발육부 의 경우 

1.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종유형에 따른 출산결과의 경우는 

비육체직 비 무직의 불량한 출산결과 오즈비는 상 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연도에서 통계  유의미성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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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체직 비 육체직의 불량한 출산결과의 오즈비가 1.00 이상으로 

다소 높은 경향성은 보 으나, 2009년 부당 량아를 제외하고는 통계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본 연구모형에 지역( 도시 비 소도시, 읍동면), 출산연령, 

출산지연 기간, 그리고 부모의 학력과 직종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

을 고려하여 분석하 으나, 통계  유의미성은 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결혼연령 기 에서 출산지연 기간과 출생아/부모의 

생물학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출산결과의 오즈비를 살펴본 것

이었다면, 아래의 <표 Ⅴ-7>은 출산연령 기 에서 출산결과의 오즈비

를 분석하 다. 물론 출산연령 기 이기 때문에 출산지연 기간은 본 연

구모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고, 출생아/부모의 생물학   사회경제  

특성은 결혼연령 기 과 동일한 개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반 으로 연도별 그리고 출산결과별 출산연령에 따른 오즈비는 앞

서 살펴본 결혼연령별 출산결과의 오즈비와 거의 유사한 값을 보 다. 

다시 말해서, 출산연령과 출산결과 역시 결혼연령과 출산결과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그리고 자궁내발육부 의 출

산 오즈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고령의 산모일수록 불량

한 출산의 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출산 시 연령 간 

출산결과의 오즈비의 차이도 최근으로 올수록 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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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출산연령[20-29세]

30-34세 1.79*** 1.41*** 1.23*** 1.59*** 1.20*** 1.13** 1.24*** 1.21*** 1.11***

35-39세 2.45*** 2.23*** 1.53*** 2.09*** 1.66*** 1.48*** 1.56*** 1.48*** 1.44***

40-49세 3.24*** 2.50*** 2.39*** 3.02*** 2.39*** 2.17*** 1.60*** 2.13*** 1.94***

출생아성[남아]

여아 0.98 0.99 1.02 0.77*** 0.73*** 0.67*** 1.44*** 1.49*** 1.62***

다태아여부[단태아]

쌍태아 이상 39.02*** 41.51*** 54.31*** 11.96*** 14.79*** 20.01*** 20.58*** 22.52*** 24.52***

모학력[대졸이상]

고졸 0.95 1.14*** 1.13*** 0.92** 1.07* 1.09** 0.99 1.08* 1.20***

중졸 이하 1.22** 1.20 1.24** 1.02 0.92 1.01 1.36*** 1.60*** 1.45***

부학력[대졸이상]

고졸 1.16*** 1.13*** 1.15*** 1.06 1.03 1.15*** 1.16*** 1.12*** 1.15***

중졸 이하 1.18** 1.34*** 1.24** 1.06 1.29*** 1.22* 1.42*** 1.33*** 1.36***

모직종[비육체직]

육체직 1.04 1.03 1.04 0.93 1.08 1.00 1.11 1.01 1.00

무직/주부 1.05 1.05 1.10*** 1.04 1.05 1.00 1.08* 1.07 1.00

부직종[비육체직]

육체직 1.06 1.01 0.98 1.01 1.03 1.06* 1.00 1.05 1.01

무직 0.94 1.20*** 1.15** 1.17* 1.03 1.08 0.99 1.20** 1.09

〈표 Ⅴ-7〉 출산연령 기준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및 자궁내발육부전 출산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p<0.1, **:p<0.05, ***:p<0.01
자료: 1) 본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2) 각 변수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 ]안을 참조 바람.
3) 직종유형에서 고위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은 비육체직, 서비스․판매직, 기술직, 단순노무직 등은 육  

   체직, 학생, 주부 등은 무직으로 각각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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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력수준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출산에 대

한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표 Ⅴ-8>은 결혼연령(모형1)  출산연령(모형2) 기  모의 학력수

에 따른 불량한 출산결과에 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오

즈비를 제시한 것이다. 

부당경량아의 경우 결혼연령 기  2009년에는 학력수 이 낮은 집

단에서 연령간 부당경량아 오즈비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학력수 이 졸 이상인 모의 연령이 20-29세의 부당경량아의 

출산 오즈비가 1.00이라고 했을 때 30-34세는 1.17, 35-39세는 1.55, 

40-49세는 2.09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학력수 이 고졸인 경우 

20-29세 부당경량아 출산 오즈비 1.00 비 30-34세는 1.23, 35-39세

는 1.63, 40-49세는 2.21로 오즈비 차이가 졸 이상 보다 연령간 차

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학력수 이 졸 이하인 경우 부당

경량아 출산 오즈비가 1.00이라면 30-34세는 1.34, 35-29세는 1.78, 

그리고 40-49세는 4.13으로 졸이상과 고졸보다 연령간 오즈비 차이

가 훨씬 컸다. 그러나 1997년과 2003년에는 학력수 별 연령간 부당

경량아 출산 오즈비 차이가 2009년과는 역의 결과를 보 다. 출산연령 

기  학력수 에 따른 연령간 2009년의 부당경량아 출산 오즈비는 결

혼연령 기  2009년 부당경량아 오즈비와 같이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연령간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997년과 2003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부당 량아의 경우도 연도별 결혼연령  출산연령 기  모의 학력

수 에 따른 연령간 오즈비 차이가 부당경량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찰할 수 있었다. 단, 졸이하에서의 연령간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통계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졸이상 비 고졸에서의 연

령간 부당 량아 출산 오즈비 차이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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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1997년 2003년 2009년

결

혼

연

령

︵
모

형

1

︶

대졸 이상

 20-29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4세 1.74*** 1.45*** 1.17*** 1.42*** 1.20*** 1.08* 1.20** 1.39*** 1.15***

 35-39세 2.50*** 2.35*** 1.55*** 2.62*** 1.71*** 1.27*** 1.95*** 1.63*** 1.64***

 40-49세 3.11* 3.54*** 2.09*** 3.50** 2.56*** 1.38 4.88*** 1.61 2.35***

고졸

 20-29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4세 1.92*** 1.47*** 1.23*** 1.63*** 1.28*** 1.23*** 1.37*** 1.28*** 1.08

 35-39세 2.26*** 2.22*** 1.63*** 2.28*** 1.67*** 1.90*** 1.45*** 1.73*** 1.37***

 40-49세 4.06*** 2.52*** 2.21*** 3.14*** 2.57*** 3.01*** 1.67 2.42*** 1.79**

중졸 이하

 20-29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4세 1.39** 1.28 1.34 1.45** 1.30 1.06 0.95 1.08 1.09

 35-39세 1.33 2.03*** 1.78* 1.39 1.84** 1.46 1.32 0.72 1.24

 40-49세 2.35** 2.16* 4.13*** 3.31*** 2.52** 1.10 1.67 1.18 1.45

출

산

연

령

︵
모

형

2

︶

대졸 이상

 20-29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4세 1.68*** 1.34*** 1.18*** 1.43*** 1.18*** 1.10** 1.19** 1.29*** 1.12***

 35-39세 2.62*** 2.27*** 1.45*** 2.12*** 1.58*** 1.26*** 1.60*** 1.48*** 1.55***

 40-49세 4.69*** 2.38*** 2.21*** 2.69** 2.13*** 2.03*** 3.86*** 2.72*** 2.38***

고졸

 20-29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4세 1.88*** 1.50*** 1.36*** 1.74*** 1.20*** 1.20*** 1.36*** 1.14** 1.11*

 35-39세 2.56*** 2.19*** 1.67*** 2.40*** 1.71*** 1.85*** 1.57*** 1.59*** 1.28***

 40-49세 4.14*** 2.69*** 2.48*** 3.15*** 2.73*** 2.65*** 1.34 2.31*** 1.57**

중졸 이하

 20-29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4세 1.63*** 1.19 1.11 1.42** 1.93** 1.07 0.86 1.04 0.95

 35-39세 1.90*** 2.26*** 1.71* 1.24 2.09** 2.34*** 1.37** 0.85 1.08

 40-49세 1.74* 2.23*** 3.54*** 2.70*** 2.46** 0.46 1.10 1.12 1.24

〈표 Ⅴ-8〉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 기준 학력수준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및 자

궁내발육부전 출산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p<0.1, **:p<0.05, ***:p<0.01
자료: 1) 본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로 제시함.
     2) 모형 1은 출산지연 기간, 출생아 성, 다태아 여부, 부 학력수준, 모 직종유형, 부 직종유형을 보정함.
     3) 모형 2는 출생아 성, 다태아 여부, 부 학력수준, 모 직종유형, 부 직종유형을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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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궁내발육부 은 부당경량아와 부당 량아에서 찰되었던 것

과는 반 로 오히려 학력수 이 높은 졸 이상 집단에서의 연령간 출

산 오즈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연령 및 자녀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

가. 자료 및 변수설명

1) 자료  연구 상

만혼여성의 건강문제를 분석하기 해 ｢여성가족패 ｣자료를 사용하

다. ｢여성가족패 ｣자료는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일자리용 설문

으로 구분된다. ｢여성가족패 ｣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 

한 기 정보를 제공하기 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차 웨이 를 활용하 다. 본 조사는 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이 있는 9,068개 가구, 9,997

명의 여성을 원표본으로 하 다. 이들 원표 본은 1차 으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조사구를 

층화하여 조사구 내에 가구 수에 비례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용

하여 조사구를 추출하 으며, 2차 으로는 해당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 다. ｢여성가족패 ｣조사와 련된 

구체 인 표본추출 방법  과정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klowf.kwdi.re.kr).

본 연구에서는 결혼 시 연령이 20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조사 시

 시 연령은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만을 

연구 분석 상으로 한정하 으며, 주  건강상태 등과 같이 주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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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 해당 샘 은 연구 분석 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따라서 최종 연구 분석 상자 수는 3,385명이다.

2) 활용 변수  분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  건강상태(self-rated health)이다. 주

 건강상태 문항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 논의가 여 히 제기되고 있

지만, 개인의 신체 , 정신  건강상태를 포 하는 변수로서 사망률과 

이환율  보건의료 이용도와도 한 연 성이 인종과 민족  지역

을 넘어 일치된 보고가 있어 개인의 반 인 건강수 을 측정하는데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0). 국내 연구에서도 주

 건강상태는 다양한 건강지표와 높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주  건강상태는 일반 으로 5  

척도로 측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한 

편’과 ‘건강한 편’을 건강군(healthy group)으로, ‘보통인 편’, ‘건강하

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을 불건강군(unhealthy group)

으로 분류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로 기혼여성들의 결혼연령(20-29세, 30-39세)

과 조사 시  시 재연령(20-29세, 30-39세, 40-49세)과 자녀 유무(자녀 

없음, 자녀 있음)를 고려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 다. 한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주  건강상태와 연 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모와 

부의 학력수 ( 졸이상 vs. 고졸이하), 고용상태(고용  vs. 실업/무직/주

부)  가구의 월 평균 소득(1분 /2-3분 /4분 ) 등과 같은 사회경제  

지 변수뿐만 아니라 모와 부의 가사분담의 빈도와 부부 계(만족 vs. 

불만족)에 한 만족도를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고려하 다. 여기서 모

와 부의 가사분담 빈도는 5가지 가사분담 유형(식사 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쇼핑, 집안 청소)에 한 개별  분담 빈도 정도(거의 매번, 주 

4-5번, 주 2-3번, 주 1번, 드물게)를 수화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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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만혼여성의 주  건강상태에 한 분석내용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주요 독립변수로 생성된 결혼연령, 재연령  자녀유무를 

고려하여 생성된 변수유형에 따른 주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과 자녀가 있는 기

혼여성의 결혼연령과 재연령에 따른 주  불건강수 의 순효과를 

분석하기 해 다변량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모형으

로 구성하 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 보정 후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의 결혼연령과 재연령에 따른 주  불건강 수 을 측정하 다면,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 보정 후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결혼연령과 

재연령에 따른 주  불건강 수 을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모형 3

에서는 자녀유무와 상 없이 모든 기혼여성의 결혼연령과 재연령에 

따른 주  불건강 수 을 측정하 으며, 연구결과는 모든 연구모형에

서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로 제시하

다.

나. 결혼연령, 현재연령 및 자녀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표 Ⅴ-9>는 기혼 여성을 상으로 결혼 시 연령과 조사 시  시 

재연령  자녀유무에 따른 주  건강상태에 한 기 분석 결과

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결혼연령이든 조사 시

 시 재연령이든 상 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자의 주  건

강상태가 ‘보통’ 혹은 ‘나쁨’의 비율이 높았다. 한 자녀수와 계없이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에 비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주  건강

상태도 ‘보통’ 혹은 ‘나쁨’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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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결혼연령과 재연령 그리고 자녀유무를 묶어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생성하여 주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건강상태가 가

장 양호한 집단, 다시 말해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집단은 20

에 결혼하 고 조사 시  시 연령도 20 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으로 96.5%가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 다. 그 다음으로 

주  건강상태가 양호한 집단은 20 에 결혼하 고 조사 시  시 연

령도 20 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기혼 여성으로 86.1%가 자신

의 건강상태에 해서 ‘좋다’는 평가를 하 다. 이어 ‘30  결혼, 재 

연령 30 , 자녀 없음 집단(85.8%)’, ‘20  결혼, 재 30 , 자녀 있음 

집단(81.0%)’, ‘30  결혼, 재 30 , 자녀 있음 집단(79.5%)’, ‘20

 결혼, 재 30 , 자녀 없음(73.1%)’, ‘30  결혼, 재 40 , 자녀 

있음 집단(68.4%)’ 순으로 나타났으며, ‘30  결혼, 재 40 , 자녀 

없음 집단’의 경우 65.9%만이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주  건강상태에 한 정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기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  결혼한 여성일수록 주

 건강상태가 양호하 다. 그러나 20 에 결혼하여 자녀를 20 에 

출산한 기혼여성은 동일연령 에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과 비

교 했을 때 건강상태가 상 으로 열악하 으나, 20 에 결혼하여 자

녀를 30 에 출산한 기혼여성의 경우는 20 에 결혼하여 30 에도 자

녀를 출산하지 않은 기혼여성 보다 건강상태가 오히려 양호하 다. 30

에 결혼하여 30 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30 에 결혼하여 

30 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혹은 30 에 결혼하여 40 에 자녀를 출

산 혹은 출산하지 않은 경우 보다 상 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 다. 

게다가 30 에 결혼하 지만 40 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30 에서 

결혼하여 40 에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다소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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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결혼연령, 현재연령 및 자녀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구    분
건강이 

좋음(%)

건강이 보통 

혹은 나쁨(%)
합계(N)

20대 결혼, 현재 20대, 자녀 없음 96.5 3.5 113
20대 결혼, 현재 20대, 자녀 있음 86.1 13.9 302
2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없음 73.1 26.9 58
2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있음 81.0 19.0 2,063
3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없음 85.8 14.2 87
3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있음 79.5 20.5 423
30대 결혼, 현재 40대, 자녀 없음 65.9 34.1 18
30대 결혼, 현재 40대, 자녀 있음 68.4 31.6 321

합  계(%) 80.7 19.3 3,385

다. 결혼연령, 현재연령 및 자녀유무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다변

량 로지스틱 분석결과

<표 Ⅴ-10>은 주  건강상태와 연 성이 높은 모와 부의 학력수

, 고용상태  가구소득 그리고 부부의 심리사회  건강상태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모와 부의 가사분담 빈도  부부 계 만족도를 통제

한 후 결혼연령과 재연령  자녀유무에 따른 주  건강상태의 순

효과(net effect)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로 제시하 다.

모형 1은 통제변수를 보정한 후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들의 결혼연령

과 재연령에 따른 주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반 으로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사례 수가 276명으로 어 오즈비와 95% 신뢰

구간이 과  혹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 1의 

결과에서는 일  결혼한 기혼여성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제시하

고 있다. 게다가 20 에 결혼하여 재 자녀 없이 30 인 기혼여성 보

다 30 에 결혼하여 재 자녀가 없는 30 가 건강상태가 상 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지만 30 에 결혼하여 재 자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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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 경우는 20 에 결혼하여 재 자녀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오

즈비를 보 다. 

모형 2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을 상으로 결혼연령과 재 연령

에 따른 주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를 보정한 후 분석한 것이다. 20

에 결혼하여 재 20 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비 20 에 결혼

하여 재 30 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자신의 건강에 해 ‘보통’ 

혹은 ‘나쁨’으로 응답하는 오즈비가 1.56, 30 에 결혼하여 재 30

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오즈비는 1.65, 그리고 30 에 결혼하여 

재 40 에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오즈비는 3.00으로 나타나, 동일하

게 자녀가 있더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건강의 험확률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3은 자녀의 유무와 상 없이 결혼연령과 재연령을 모두 고려

하여 ‘보통’ 혹은 ‘나쁨’에 한 주  건강상태의 오즈비와 95% 신

뢰구간을 분석하 다. 앞에서 살펴본 기 분석 결과와 같이 늦게 결혼

하고, 조사 시 의 재 연령이 결혼 연령  이상인 기혼여성일수록 불

건강의 오즈비가 상 으로 높았다. 한편, 동일한 연령 라 하더라도 

20 에 결혼한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보

다 불건강의 오즈비(4.07)는 높았다. 20  결혼하여 30  - 결혼과 생

활의 안정기로 간주되는 - 에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 한 20 에 결

혼하여 20 에 자녀를 둔 기혼여성 보다는 주  불건강의 오즈비가 

6.39로 상 으로 높지만, 20 에 결혼하여 자녀 없이 재 30 인 

기혼여성의 오즈비(9.96) 보다는 상 으로 낮았다. 그 지만 30 에 

결혼하여 재 30 이면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30 에 결혼하여 

재 30 이면서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보다는 불건강의 오즈비가 낮

았다. 그러나 30 에 결혼하여 재 40 이면서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의 경우와 혹은 동일한 결혼연령과 재연령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

성의 경우 모두 불건강 오즈비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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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결혼연령과 현재연령 및 자녀유무

20대 결혼, 현재 20대, 자녀 없음 1.00 1.00

20대 결혼, 현재 20대, 자녀 있음 1.00 4.07*** 1.74-9.53

2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없음 10.59*** 3.45-32.52 9.96*** 3.76-26.42

2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있음 1.56** 1.14-2.13 6.39*** 2.83-14.40

3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없음 5.06*** 1.58-16.21 4.45*** 1.59-12.42

30대 결혼, 현재 30대, 자녀 있음 1.65** 1.13-2.40 6.71*** 2.90-15.56

30대 결혼, 현재 40대, 자녀 없음 11.76*** 2.49-55.5 12.77*** 3.44-47.45

30대 결혼, 현재 40대, 자녀 있음 3.00** 2.08-4.32 12.37*** 5.36-28.53

모 학력수준

대졸 이상 1.00 1.00 1.00

고졸 이하 0.75 0.27-2.13 0.86 0.68-1.07 0.85 0.68-1.06

부 학력수준

대졸 이상 1.00 1.00 1.00

고졸 이하 1.00 0.32-3.09 1.34** 1.06-1.68 1.32** 1.05-1.65

모 고용상태

고용 중 1.00 1.00 1.00

실업/무직/가정주부 2.68 0.90-8.01 1.27** 1.02-1.58 1.32** 1.07-1.64

부 고용상태

고용 중 1.00 1.00 1.00

실업/무직 2.11 0.66-6.82 0.87 0.58-1.31 0.97 0.67-1.41

가구의 월평균 소득

4분위(상류층) 1.00 1.00 1.00

2-3분위(중산층) 1.17 0.37-3.74 1.03 0.83-1.27 1.06 0.86-1.31

1분위(빈곤층) 1.41 0.37-5.39 1.16 1.88-1.51 1.21 0.94-1.58

모 가사일 빈도 0.97 0.88-1.07 1.06*** 1.03-1.09 1.05** 1.02-1.07

부 가사일 빈도 0.97 0.90-1.08 1.00 0.98-1.03 1.00 0.98-1.02

부부관계 만족도 2.67 0.93-7.71 1.94*** 1.59-2.36 1.95*** 1.60-2.37

합계 276 3,109 3,385

〈표 Ⅴ-10〉 결혼연령, 현재연령 및 자녀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보통’ 혹은 

‘나쁨’)에 대한 다변량로지스틱 분석결과

*:p<0.1, **:p<0.05, ***:p<0.01

주: 1) 모형1은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중 결혼연령과 현재연령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 수준에 대한 오즈비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제시함. 
2) 모형2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중 결혼연령과 현재연령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 수준에 대한 오즈비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제시함.
3) 모형 3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기혼여성의 결혼연령과 현재연령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 수준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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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출산연령, 만혼과 출산 계 등을 일 성 있게 상호 

연계하여, 만혼이 출산율에 미친 향과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 다. 이를 해 먼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결

혼유형, 만혼 황과 특징, 만혼과 출산 등의 황과 추이를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결혼과 취업결정의 상호 연 성, 

결혼연령에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만혼의 원인을 악

하고자 하 다. 이와 함께 만혼이 출산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서 결혼연령에 따른 첫 자녀 출산시기, 자녀들의 출산간격 등을 분석하

여, 만혼이 실질 으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았다. 이 외에도 보건학  측면에서의 만혼 개념과 만혼여성의 출산에 

따른 출산자녀  출산모의 건강문제를 검하 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만혼  출산에 한 정책을 제안하 다.

가. 교육, 경제활동과 결혼

먼  연령⋅교육수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결혼 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연령별 미혼

비율 곡선이 반 으로 상향 이동(upward shift)하여, 만혼  비혼이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 미혼비율 곡선의 남녀 차이를 보면, 20~44세 

연령층에서 남성의 미혼율은 여성보다 체 으로 훨씬 높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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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반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은 2000년 27.5%에서 2010년 50.0% 

수 으로 높아졌고, 여성의 경우 2000년에 10.3%에서 2010년에 

30.0% 수 으로 증가하 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40  반 남

성인구의 15% 정도가 미혼상태로 남아있었다.

둘째, 연령계층별 미혼비율 곡선을 교육수 별 성별로 보면 2010년 

남성의 미혼 인구비율은 30세 이 까지는 교육수 에 계없이 유사하

다. 그러나 30세 이후부터 학력수 이 높은 집단일수록 미혼비율의 

하락폭이 더 큰 특징을 보 다. 남성의 교육수 별 미혼 인구비율을 10

년 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교육수 이 높은 집단일수록 미혼

비율이 낮았으나, 학력별 미혼비율의 편차는 상당히 확 되었다. 

여성의 미혼비율 곡선을 보면 2010년의 경우 25세 이후 학력수 이 

높은 여성집단일수록 미혼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2010년 학원을 

졸업한 여성집단의 미혼비율은 다른 학력집단과는 달리 완만한 감소를 

보여, 40  반에는 미혼비율이 15.7%로 상당히 높았다. 졸 여성의 

경우 2000년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미혼비율이 격히 하락하 다. 그

러나 최근에는 30세부터 미혼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여, 30  졸여

성 미혼비율이 2000년보다 높아졌다.

셋째, 성별⋅경제활동상태별로 결혼시기를 살펴보면 2010년 남성 취

업자의 결혼시기가 미취업자에 비해 빨랐고, 여성은 남성과 반 로 미

취업자의 결혼시기가 더 빨랐다. 남성취업자와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미

혼비율 곡선은 반 으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2000년과 비교

하면 경제활동상태에 계없이 남녀 모두 2010년에는 결혼시기가 상당

히 늦추어졌거나 혹은 비혼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 에 따른 취업자의 연령별 미혼 비율을 살펴보면, 2000

년, 2010년 모두 남성 상용근로자의 미혼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임시

⋅일용고보다 낮았다. 즉, 남성 상용근로자는 임시․일용고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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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다 많이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은 상용 

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결혼 시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

사상지 가 비임 근로자인 집단을 보면, 남성은 무 가족종사자, 자

업자, 고용주 순으로 미혼비율이 높았다. 즉, 무 가족종사자는 결혼하

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고용주는 30  반에 상당히 

많이 결혼하여 미혼비율이 격히 하락하 다. 여성 무 가족종사자는 

다른 집단보다 미혼비율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 다. 

넷째, 우리나라의 결혼  취업결정에 한 이변량 로빗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혼은 취업에 의해서 그리고 취업은 혼에 의해

서 상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먼  연령이 상당히 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24세 집

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증가에 따라 결혼확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집단은 30  

반이었다. 취업과 련된 변수를 보면 취업 그 자체보다는 정규직 취

업이 결혼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배우자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할 확률이 낮아졌다. 거주지역의 경우 도 거주

자가 역시 거주자보다 결혼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취업과 결혼, 출산문제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먼  학력수 에 따른 결혼지원정책이 필요

하다. 2000년 이후 10년이 지난 재 학력집단과 고학력집단 모두 

결혼지연 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취업 학력집단의 상당수는 40

세 후까지 미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청년층집단이 20세 후반이나 

30세 반까지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력별 맞춤형 지원 정책

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

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인턴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의 학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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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 외에 고졸이하 집단은 소 제조업으로 취업을 유인하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의 직 취업기간은 10개월로 긴데 비

해서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함으로, 고교  학취업지

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높은 노동이동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층의 창업  창

직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남성은 결혼하면 

곧바로 취업할 확률이 높은데 비해서 여성은 결혼하면 취업될 확률이 

오히려 하락한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은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확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한 혼인지원 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하다.

나. 결혼연령과 출산

결혼연령과 출산율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 , 법  혼

인연령 는 성인연령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 18세 이후 첫 번째 결혼

까지 기간은 102개월(약 8.5년)정도 다. 그 결과 첫 결혼연령은 평균

으로 약 26.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약 123개월

(약 10.3년)인 반면, 여성은 79개월(약 6.6년)로 다소 짧았다. 코호트

별로 보면 1951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는 결혼까지 기간

이 약 86개월(7년 2개월)인데 비해서, 출생년도 1971년부터 1980년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는 약 115개월(약 9.6년)로 훨씬 더 길어졌다. 그

러나 최근 코호트의 첫 결혼연령이 그 이 보다 높아졌으나, 만 35세 

이후 비혼으로 남아 있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서 ‘결혼 따라잡기’ 

상을 보 다.

두 번째, 교육수 별 결혼시기에 한 생존곡선을 살펴보면,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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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미만집단은 만18세 이후 결혼까지 기간은 약 72개월(약 6년)로 나

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약 96개월(약 8년), 2-3년제 학

졸업자 약 116개월(약 9.7년), 4년제 학졸업 이상 집단은 121개월

(약 10.1년)이었다. 즉, 학력별 결혼까지 기간의 차이는 략 교육연수

의 차이와 같았으며, 교육기간 연장 는 교육수  향상이 남녀 첫 번

째 결혼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산이행률을 보면 첫 출산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에 의해서, 

이에 비해 둘째출산의 경우는 결혼연령에 의해서 상당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여성들의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 기간의 값

은 13개월이었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의 값은 16개월로 노

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늦게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만혼여성들은 15개월로,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일  결혼하는 여성들보다 오히려 출산간격이 짧고 출산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출산에서 둘째출산 간의 출산간격  값은 

31개월이며, 그 에서 만혼인 30 의 출산간격은 35개월이었다. 만혼

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38개월로 출산간격도 늦고 

출산이행률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교육수 이나 이 출산간격 등 다른 요인들의 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서 만혼의 효과가 교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다른 요인들의 향력을 통제하고 만혼의 인과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만혼한 여성들의 출산이행률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

우 낮아지지 않으며, 첫째 자녀출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참

여할 때 출산이행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자녀출산의 경우에도 큰 차

이는 아니지만 같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 둘째와 셋째 자녀출산 모

두에서 이  출산의 간격이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

가 첫째 자녀출산에 미친 향이 그 이후 자녀출산에도 간 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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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만혼한 여성들은 일반 으로 늦게 

출산하지만, 노동시장에 지속 으로 참여할 경우 이와 같은 효과가 

어들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혼연령과 만혼, 그리고 출산  출산간격에 한 분

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나, 30 에 결

혼한 여성들도 ‘결혼 따라 잡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시기가 

늦은 여성들은 결혼 후 첫 자녀출산이 다소 늦어지며, 출산이행률도 낮

은 것으로 나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만혼의 효과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지속 으로 

참여할 경우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참여와 

련된 지원이 출산의 해법으로도 부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속 으

로 일하는 여성들은 일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출산  육아를 단축 으

로 수행하고 일에 집 하는 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혼 여성들의 출산율 제고를 해서는 만혼한 취업여성들이 

안정 으로 출산하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희망하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근성 제고

를 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가정양립 인 라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따르면 첫출산 이행율과 출산간격이 이후 

출산이행률과 출산간격에 계속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첫자녀를 일  출산한 여성들이 이후 출산으로 이행할 확

률이 높으며, 이러한 효과는 셋째출산까지 유효할 뿐 아니라 향력도 

매우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셋째자녀 등 

나  출산에 한 지원정책보다는 첫출산에 한 지원정책이 보다 강

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출산에 한 정책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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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산까지 계속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을 고려할 때 

첫출산지원의 효과가 매우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혼시기가 출산을 야기하는 요한 문제로 주목받는 이유는 결혼

을 늦게 한 것 자체가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을 늦게 한 인구집

단들이 결혼 후 첫 자녀출산 시기가 늦어지며, 이어서 보다 은 자녀

수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시기와 첫자녀 출산시기에 

한 연구결과는 일치되기 보다는 서로 상반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

부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이 늦은 여성들이 결혼 후 첫출산까지의 기간

이 짧은 것으로 논의되는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결혼시기가 

늦은 여성들은 결혼 후 첫자녀출산 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결혼시기와 출산간격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지 하고 있는 은 결혼시기가 늦은 인구집단이 생애주기에 걸

쳐 가지는 총 자녀수가 결혼 령기나 이른 결혼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다는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의 원인으로서 결혼시기에 한 정책

 심은 만혼집단이 보다 은 자녀를 가질 경향이 있다는 에 두

어져야 하며, 따라서 만혼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체 출산자녀수를 증

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라는 지극히 사 인 의사결정의 문제를 정책 으로 개입하여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강조하고 있듯

이 ‘결혼 령기’의 인구집단이 결혼을 정 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경

제  안정 즉,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남성의 경우, 취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때(즉, 정규직 취업상태),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 빨리 결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남

성들의 만혼화를 완화시키기 해서 이들의 일자리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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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안정성과 상 없이 취업상태가 결혼

시기를 유의미하게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에 취업한 여성들은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시기가 유의미

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불안정한 고용을 통해서라도 경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

성들의 만혼화 경향을 완화시키기 해서는 일자리 안정성 확보와 일

자리 공 을 통한 결혼지원 정책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과 사회차원의 지원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취업에 한 증가하는 욕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  

추이라는 을 인정한다면, 일⋅가정 양립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회  

기반과 기업문화는 여성들 개인차원의 경력단 의 문제만을 야기하기 

보다는 더 크게는 결혼기피와 만혼화, 그리고 출산이라는 문제를 야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령기’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 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만혼화 추이는 단기 인 출산장려  등의 지원정책

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다. 만혼과 출산 및 건강

여성의 만혼화에 따른 출산결과와 주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먼  여성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

량한 출산결과인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의 출산 비

율이 높고, 최근에는 그 비율이 모든 연령 에서 높아지고 있었다. 연

도별 결혼연령에 따른 출산지연 기간의 경우, 1997년에는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지연 기간이 길었으나, 2009년에는 이와 반 로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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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출산지연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혼연령과 출

산지연 기간에 따른 출산결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연령이 낮고 출산지

연이 짧을수록 불량한 출산결과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동일한 출산

지연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불량한 출산결과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결혼연령이 40 인 경우 출산지연 기간에 따른 불량한 

출산결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번째, 출산지연 기간과 신생아의 생물학  특성  부모의 사회

경제  특성을 보정한 후 결혼연령 기 과 출산연령 기 별 불량한 출

산결과의 오즈비를 각각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 출산연령 모

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당경량아, 부당 량아  자궁내발육부  출산 

오즈비가 높았다. 그러나 연령 간 불량한 출산결과 차이는 최근으로 올

수록 오즈비가 다소 감소하 으나, 부모의 학력 간 불량한 출산결과 오

즈비 차이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혼연령과 출산연

령에 따른 학력 간 불량한 출산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당경량아와 부당

량아의 경우 2009년에는 학력수 이 졸 이하 집단에서 연령간 오

즈비 차이가 졸 이상 혹은 고졸 집단보다 더 컸다.

세 번째 여성의 만혼과 주  건강상태를 보면, 여성의 결혼연령과 

재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있을수록 주  건강상태는 더 

열악하 다. 특히, 자녀 유무에 따른 주  건강상태는 결혼연령 시기

에 따라 다른 차이를 발견하 다. 즉, 20 에 결혼을 하여 자녀가 없는 

여성은 동일연령 에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보다 주  건

강상태는 더 양호하 다. 그러나 20 에 결혼하 더라도 30 에 자녀

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동일연령 에 결혼하여 30 에 자녀를 출산

한 여성 보다는 오히려 건강상태가 더 열악하 다. 그러나 30 에 결

혼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연령과 자녀유무에 따른 주  건강 차이가 

20 보다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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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여성의 만혼화로 인해 반 으로 불량한 출산 비율은 

최근 들어 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는 출

산의 질에 한 심과 함께 산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이 시 하다. 행 임신⋅출산 련 지원 사업의 다수는 출산이 이루

어진 이후 지원되는 산후정책이기 때문에 건강한 임신을 지향하는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기존 산  정책사업의 지원 범   다

양성도 제한 이다. 실제로 선진 국가에서는 고령 임산부의 건강증진 

 출산결과의 질 제고를 해 다양한 산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컨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산 에 여성의 다양

한 사회심리  문제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성 우울증, 불안감  제왕 개술 등의 험을 제거함으로써 안

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  안녕에 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

라는 에서 비의료 인 산  리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김동식외, 미발표)에서는 고령 임신부의 미숙아⋅

체 아 출산과 련하여 이들의 연령과 임신 련 질환을 통제한 이후

에도 정기  산  검사, 엽산 복용, 부정  생활사건 경험 등이 요한 

험 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따라서 의료 인 부분과 비의료 인 부분

을 함께 고려한 다각 인 산  정책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지 하고 있듯이 만혼이면서 학력수 이 낮을 경우 불

량한 출산의 험 수 이 더욱 높기 때문에 산  정책 개발할 때 여성

의 연령과 학력수  역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연령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한 이후 상당히 늦게 출산한 경우는 자녀

를 일  출산한 경우보다, 그리고 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늦게 출산한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더 열악하 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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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 출산과 양육에 한 신체  부담감이 높

기 때문이며 특히 늦게 결혼하여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체  

부담 뿐만 아니라 심리  부담감도 높아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

으로 단된다. 왜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고, 임산과 출산을 연기하는지

에 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 여성

은 생물학 으로 은 여성보다 불임 가능성이 높고, 사회학 으로 경

제활동을 하거나 학력이 상 으로 높아 임신과 출산이 연기되는 경

향이 높다. 따라서 만혼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건강한 자녀를 임신하

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과 사회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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