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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내는 재까지 출산율 제고를 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 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지원 정책의 부

분은 소득기 을 용하고 있으며 이에 한 지원 폭은 커지고 있으나 

기존의 출산 책은 단편 이고 정책수혜 상이 미미하여 실제 정책

을 경험하고 정책 수혜 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 인 인구 층이 많지 않

았다. 가임기 인구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은 소득계층과 계가 

깊은 내용도 있지만 소득계층과 무 하게 면 인 향을 미치는 내용

도 있다. 부분의 부모는 출산할 자녀를  교육제도 하에서 건 하게 

교육시키고 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녀출산에 한 정 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원인  하나가 양육환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양육환경 조성을 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육지원서비스에의 근성, 유연성, 비용부담가능성의 차원

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의 양육환경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양육환경은 양육지원서비스 이외에도 

근무환경에서 제공되는 양육의 유연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근무환경에서의 유연성도 함께 부족한 상

황으로 취업모 가구의 경우 양육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다시 말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만큼, 만족할만한 수 의 

서비스 수 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양육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출산율 증가를 기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소득과 출산간의 련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출산  양육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정집단에 출산이 집 되어 있는가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충

분히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계층별로 출산과 보육행태가 어

떤 차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 으로 분석하여 계층별 특성이 

무엇인지 출산  양육에 한 어려움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별 출산‧양육 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계층별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악하고 그에 따른 계층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용한 의견을 주신 본원의 오 희 박사

님과 박종서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

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별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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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various policy initiatives to raise the fertility rate in 

Korea, there have been not much tangible effects so far. As most 

pro natal and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re targeted at 

low-income households,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can actually benefit from them.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fertility, but 

their findings have not been consistent. This study analyzes the 

fertility and child care behavior of different income groups, for 

which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and is aimed at developing 

policy measures for different income groups. 

This study estimates the "planned number of life-time 

childbirths", analyzes the intention of further childbirths and the 

current status of child care and child education for different 

income groups, using data from the 2nd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of 2008. The sample was divided 

into three income groups: low-income group (bottom 30%), 

middle-income group, (whose income is above the bottom 30% 

and below the bottom 70%), and high-income group (top 30%). 

Ordered logit and binary logit were used to estimate the planned 

number of life-time childbirths and analyze childbirth intention. To 

analyze child care behavior, multinominal logit and tow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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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it analyses were adopted. 

The results show that income-related variabl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ned number of life-time childbirths, 

but the current asset level has a meaningful impact on the 

intention of additional childbirths. In addition, working mother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plan additional childbirths in the 

future. This requires the government to shift their focus on policy 

measures targeting working mother households. In the analysis of 

child care behavior, income level, mother's employment status, 

child's age, the presence of siblings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ave been found to b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child 

care behavior. It turned out that the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are not spending enough time with their parents a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of middle  to high-income families. 

In addition, they have economic constraints on access to 

kindergartens and private education. In conclusion, double-income 

families should receive as much attention as low-income families 

in pro-natal and child care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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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는 재까지 출산율 제고를 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

고 가시 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기존의 출산 책은   

단편 이고 정책수혜 상이 미미하여 실제 정책을 경험하고 정책  

수혜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 인 인구 층이 많지 않음. 

⧠ 이런 이유로 단편 인 임신, 출산지원정책이 시행되어왔으며 이에 

응하여 곧바로 출산행 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산 책이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 으로 밝 져 왔음. 

⧠ 출산지원 정책의 부분은 소득기 을 용하고 있으며 이에 한 

지원폭은 커지고 있으나 출산에 당면한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임. 가임기 인구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은 소득계

층과 계가 깊은 내용도 있지만 소득계층과 무 하게 면 인 

향을 미치는 내용도 있음. 

⧠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소득과 출산간의 련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출산  양육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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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산이 어떠한 특정집단에 집 되어 있는가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 상태임.

⧠ 본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별 출산‧양육 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계층별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악하고 그에 따른 계층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  소득과 출산‧보육 련 기존 문헌 고찰 

○ 자녀의 Quality and Quantity 이론 

○ 소득과 출산 계 분석 논문 고찰

○ 소득과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황 분석 논문 고찰

⧠ 분석자료  소득계층분류

○ 2008년 2차 여성가족패  자료를 이용

○ 소득계층의 구분은 총 가계소득을 기 으로 소득하  30%, 소득 

상  30%로 나 어 각각을 하층, 층, 상층으로 구분

⧠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

○ 생애 총 출산자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Ordered logit model

○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Binary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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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 양육행태 분석

○ 보육시설  교육서비스 이용유형 분석

－ Multinominal logit model

○ 보육시설  교육시설 이용 시간  시간배분 분석

－회귀분석, 2 stage Tobit 분석

○ 보육  교육비 지출비용과 가계소득 비 보육‧교육비 지출비율

－회귀분석

Ⅲ. 연구 결과 

  1. 출산행태 분석

⧠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한 결과 체 으로 소득 련변수의 경우 

재 가계소득보다 자산규모가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 총 자녀수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애 총 출산 자녀수는 늘어나고 향후 추가

자녀 출산 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애 총 출산 

자녀수가 변수의 특성상 재자녀수에 의해서 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모의 교육수 은 생애 총 자녀수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향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추가출산 의향에는 부의 교육수 이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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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사항은 생애 총 자녀수에는 모의 취업이 부정 인 향을  

미쳤으나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도에는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재 취업모 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비 취업모 가구에  

비해서 지만 재 자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취업모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도가 높다는 것은 향후 잠재  추가 출산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취업모 가구라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층의 경우 동일계층 안에서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도

와 비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도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층의 경우 모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출산‧양육에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어서 계층 내에서의 차별성이 안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1〉 출산행태 분석 결과 계층별 비교

구분

전체 하층 중층 상층

생애 

자녀수

추가출

산의도

생애 

자녀수

추가출

산의도

생애

자녀수

추가출

산의도

생애 

자녀수

추가출

산의도

가구

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 + - + - + - -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 + + + - + - -
금융자산 + +** -*** + + + + +*
유형자산 + +* + + + + + +
총소득 + - + - - - - -
주택소유 + + - + + + + +
주거유형1(단독주택) +*** - + - + - +** -
주거유형2(기타) - - - - - - + -
결혼기간 +*** -*** +*** -*** +*** -*** +*** -***
총출산자녀수 -*** -*** -*** -***

모의 

특성

학력1(고졸) +** + + + + + +** +
학력2(전문대졸) +* + - - + + +* +
나이 -*** -** -** -** - -** -* -**
취업 -** +*** + +*** - - - +***

부의 

특성

학력1(고졸) + -** - -** + -* - -
학력2(전문대졸) - - - - + - - -
나이 - - - - - - + -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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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육행태 분석

⧠ 보육시설  교육서비스 이용유무 분석 

○ 보육  교육 시설과 사교육 이용에 엄마의 취업, 자녀연령. 유아 

형제자매는 양의 효과를 가구원수는 부의 효과를 나타냄

○ 즉 소득 하  30% 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유치원과 사교육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교육시설 이용 시간 분석 

○ 소득하  30%계층은 상층보다 가정내보육시간, 유치원과 사교

육 시간, 그리고 총양육시간이 유의하게 작고, 어린이집에서 보내

는 시간은 유의하게 큼.

○ 층은 가정내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 총양육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사교육 시간은 상충보다 유의하게 

작게 나타남. 

○ 엄마가 취업한 경우 가정내보육 시간은 유의하게 고, 어린이집 

시간이 증가하 으며, 유아 형제가 있으면 어린이집 시간과  

총양육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함.  

 

⧠ 보육시설  교육시설 이용 시간 배분(비율) 분석 

○ 총양육시간, 가구특성과 유아 자녀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면  

소득계층은 유치원과 사교육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가정내보육과 어린이집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

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음.  

○ 소득하  30% 계층은 상층에 비해 유치원과 사교육에 배분되는 

시간 비 이 유의하게 작고, 층은 상층에 비해 사교육에 배분

되는 시간 비 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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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취업과 유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는 가정내보육시간과 

어린이집 시간 배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 자녀가 있으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가정내보육 시간 배

분이 고 어린이집 시간 배분은 증가하며, 유치원과 사교육 시

간 배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  교육비 지출수  분석 

○ 총양육비 지출은 이용시간을 통제해도 상층에 비해 하층과 층

의 지출 수 은 유의하게 낮으며, 특히 가정내보육료와 어린이집 

이용료 지출이 상층보다 유의하게 낮음. 

○ 하층과 층에서 어린이집 비용이 낮은 것은 정부의 지원에 따른 

향과 상층보다 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소득계층 이외에 양육비지출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엄마의   

취업여부, 자녀연령, 유아 형제자매 유무, 가구원수로 나타났는

데 엄마가 취업하면 유아 보육  교육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만, 사교육비 지출은 유의하게 감소하 고, 이외에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른 유가 형제자매가 있으면 총비용이 증가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감소하 음.

⧠ 가구소득 비 보육  교육비 부담 분석 

○ 총보육비 부담과 유의한 련이 있는 변수는 엄마 취업, 가구원

수, 자녀서열과 형제자매 계로 나타남.

○ 하층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이 상층보다 크고, 엄마가 취업한 

가계에서 유의하게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계층, 엄마의 취업, 엄마의 학력, 기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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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하층에서 부담 수 이 유의하게 낮고, 엄마가 취업한 가계에서도 

부담 수 이 낮음

○ 반 로 엄마의 학력이 학교 이상의 고학력인 가계에서, 한 

자녀 연령이 증가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 음. 

○ 자녀 수를 통제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보육보다는 유치원과 

사교육의 교육을 한 비용 부담 수 이 감소하고 결국 총양육비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한 결과 체 으로 소득수 보다는 모의 

취업여부가 출산행태에 더 주요 요인으로 단됨. 

⧠ 모의 취업은 재자녀를 바탕으로 한 생애 총 자녀수에 부정 인 

향을  미쳤으나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도에는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 취업모 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비 

취업모 가구에  비해서 지만 재 자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취업

모 가구의 추가자녀 출산의도가 높다는 것은 향후 잠재  추가 출산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취업모 가구라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층의 경우 동일계층 안에서 모의 취업유무는 통계 으로 

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층의 경우 모의 취업여

부를 떠나서  출산‧양육에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어서 계층 내에서

의 차별성이 안 나타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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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자녀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과 이용시간, 지출에 향

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계층, 엄마의 취업여부, 해당 유아 자녀의 

연령, 유아 형제자매 유무, 그리고 가구원 수로 나타남. 

⧠ 소득계층 하층의 유아 자녀의 양육의 특징은 상층 자녀와 비교

하여 양육시간 면에서 충분한 돌 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보육에   

있어서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 으로 유치원과 사교육   

근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 양육 환경이 상 으로 

결핍되어 있음. 

⧠ 층의 유아 자녀 양육 상의 특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면에서 

선택이 비교  자유로우나 경제 인 제약을 다소 받고 있고, 특히 

사교육 선택에 있어서 경제 인 제약이 크며, 엄마 취업 여부에 따라 

유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큼.

⧠ 보육에 한 엄마 취업의 향은 상층에서는 2세까지, 층에서는  

4세까지 심각하며 하층에서는 엄마의 취업여부를 막론하고 돌 과 

교육 결핍 상이  연령 에 걸쳐 지속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결론 으로 재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격고 있는 계층은 하층이며 

취업모 가구인 반면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계층은 하층, 

상층 취업모 가구임. 

  2. 정책제언

⧠ 출산‧양육 련 기본욕구 충족정책 강화

○ 소득계층에 계없이 보편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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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소득계층과 무 하게 면 인 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개발 

○ 양질의 양육지원서비스확보, 비용 성  근성 강화

⧠ 취업모 가구(맞벌이 가구) 지원책 강화

○ 가정, 직장, 보육서비스에서의 유연성 강화 

○ 층 맞벌이 부부 지원 체계 강화

⧠ 소득층 지원정책 다변화

○ 소득층 비자발  업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 소득층 유아교육지원 정책 강화

⧠ 돌 지원체계 다양화

○ 가족친지 돌 서비스 지원 정책

○ 추가자녀 출산시 기존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

⧠ 만 2세 미만의 기본보육료 개선

○ 시설이용유무와 계없이 그리고 소득계층에 계없이 만 2세 이

하의 아에게 직 인 지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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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는 재까지 출산율 제고를 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 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의사결정은 제반 사회요인들에 복합 으로 향을 미치는   

고도의 복잡한 행 이다. 기존의 출산 책은 단편 이고 정책수혜

상이 미미하여 실제 정책을 경험하고 정책 수혜 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 인 인구 층이 많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단편 인 임신, 출산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왔으며 이에 응하여 곧바로 출산행 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출산 책이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 으로 밝 져 왔다. 

출산지원 정책의 부분은 소득기 을 용하고 있으며 이에 한  

지원폭은 커지고 있으나 출산에 당면한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가임기 인구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은 소득계층과  

계가 깊은 내용도 있지만 소득계층과 무 하게 면 인 향을 미치

는 내용도 있다. 부분의 부모는 출산할 자녀를  교육제도 하에서 

건 하게 교육시키고 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녀출산에 한 정 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원인  하나가 양육환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양육환경 조성을 한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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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은 양육지원서비스에의 근성, 유연성, 비용부담가능성의 차원

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의 양육환경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양육환경은 양육지원서비스 이외에도 

근무환경에서 제공되는 양육의 유연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근무환경에서의 유연성도 함께 부족한  

상황으로 취업모 가구의 경우 양육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다시  

말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만큼, 만족할만한   

수 의 서비스 수 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양육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출산율 증가를 기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근래 우리나라는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자녀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

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모든 계층이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수 이 높다 하더라도 경제 인 요인 이외의 

이유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

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며 우선순

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와 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소득과 출산간의 련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출산  양육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출산이 어떠한 특정집단에 집 되어 있는가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의 분석사례에서도 소득과 출산의 

계가 계층별로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 한 바가 있다. 따라서 계층별로 

출산과 보육행태가 어떤 차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 으로 분석

하여 계층별 특성이 무엇인지 출산  양육에 한 어려움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별 출산‧양육 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계층별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악하고 그에 따른 계층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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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목

이 기술되었으며 제2장에서는 련문헌고찰 부분으로 출산행태와 보

육서비스 이용 련 기존 문헌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소득계층별 출산행태를 생애 총 출산자녀수와 향후 추가출산의도 측면

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소득계층별 양육행태를 보육  교

육서비스 이용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주요 출산  양육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별 정책 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분석

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통계 분석은 2008년 2차 여성가족패  자료를 

이용하 으며 소득계층의 구분은 2008년 총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하  30%, 소득 상  30%로 나 어 각각을 하층, 층, 상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제3장의 출산행태 분석을 해서는 생애 총 출산

자녀수와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각각 Ordered logit model 과 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 다. 제4장

의 양육행태 분석을 해서는 보육시설  교육서비스 이용유형에 한 

Multinominal logit model을 이용하 으며, 보육시설  교육시설 이

용 시간  시간배분 분석을 해서는 각각 회귀분석과 2 stage Tobit 

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보육  교육비 지출비용과 가계소득 비 보

육‧교육비 지출비율에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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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출산‧양육관련 문헌 고찰

제1절 소득과 출산행태

  1. 자녀 수(number)와 질(quality) 선택 이론

소비수요의 신고  모형을 응용하여 출산에 한 경제학  근

을 할 경우 분석모형은 일반 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할 수 있는 만큼 재화를 구입하여 소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출산과 결부 시키면 자녀도 일종의 재화로 

취 하여 부모는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할 수 있는 만큼의 자녀를 가지

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수는 자녀의 가격과 그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여기서 자녀가격의 변화는 소득효과와 체효과를 

가져와 이들 크기에 따라 자녀수가 결정되지만 소득의 변화는 소득효과

만을 수반하므로 소득의 증가는 곧 자녀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모형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1950년  여러 국가에서 보여진 소득

과 출산율 사이의 양의 계에 해 소득이 어들면 자녀수도 감소한

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소득효과의 결과가 방향이나 향력 

면에서 다소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 다. 서구 국가들의 실은 오히려 

소득이 상승에 반비례 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Becker(1960)는 자녀수와 자녀의 질에 한 선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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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quality model)으로 규명하고 있다. 해당 이론은 소득상승에 

따라 출산은 효용최 화라는 소비자 선택에 의하여 감소할 수 있음을 

이론 으로 보이고 있다. 즉 자녀의 인 자산에 한 투자비용이 증가

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가의 요성이 증가하여 자녀양육의 시간

비용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에 한 수요는 어든다는 것이다. 

Becker(1960)는 무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  

수 (quality)을 포함시킴으로서 소득상승에 따라 출산이 하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 한 지출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더

라도 자녀의 질에 한 소득 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면 자녀수에 한  

수요는 소득의 상승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 Becker(1993)는 다음과 

같은 가계생산모형을 발 시켰다1). 가계는 자녀의 수 n과 다른 모든  

가계생산물, Z의 소비로부터 효용, U를 얻는다고 가정하고, 가계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U=U(n, Z)

여기서 자녀와 다른 모든 가계생산물은 시장에서 구입되는 것이 아니

고 시장 재화와 서비스, 부모의 시간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것이다. 이러

한 시간과 비용을 포함한 자녀의 비용을 pn이라 하고, 다른 가계생

산물의 비용을 πz라고 하면 가계의 시간과 을 포함한 총 산제약,  

I 는 다음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pnn+πzZ =I 

(p:자녀비용, π:다른가계 생산물의 비용, Z:자녀 이외의 가계생산물 )

따라서 최 의 자녀 수와 가계생산물의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두 가

지 가계생산물의 한계 체율과 총자원제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1) 김은정 외 (2010),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계 연구” 자료 재인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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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Z) = MUn/MUz =pn/πz

즉, 자녀에 한 수요는 상 인 자녀의 비용과 총자원제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하는 비용이 상승하면 자녀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상 인 자녀의 

비용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직 인 비용뿐 아니라 엄마의 시간비용을 

포함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엄마의 시간이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녀의 비용은 기혼 여성의 시간 가치

에 따라 결정되며, 여성 시간의 가치 는 임 률이 증가하면 자녀의 

비용이 증가하여 자녀 수가 어들게 된다는 설명이 도출된다.

이와 같은 자녀수의 선택 모형은 총 산제약이 증가하면 자녀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측한다. 그런데 통 인 농경사회에서는 총 산제약

과 자녀 수와의 계가 정(+)의 계지만 농경사회보다 소득이 크게 증

가한 근  산업 사회에서 종종 발견되는 소득과 자녀 수 사이에 부(-)

의 계에 해서는 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처럼 소득과 출산 사이에 부의 계가 나타나는 상에 해 남자

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 부인의 시간 가치도 높아지고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비용이 높아진데 기인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Willis, 1973), Becker(1993)는 가계의 출산선택 모형을 자녀의 수와 

질 사이의 상호작용 모형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

녀의 비용이 높아지고 자녀 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확장된 모형에서 부모의 효용함수는 자녀의 수, n과 다른 가계생산물, 

Z이외에 자녀의 질, q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으로 수정된다. 

U=U(n, q, Z)

여기서 같은 부모의 자녀들은 동일한 질을 가지고 있고 질은 가족에 

의해 가족의 시간과 시장 재화를 가지고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pc를  

자녀의 질 한 단 에 한 비용이고 q를 각 자녀의 질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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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qn은 자녀에게 소요되는 총비용이 된다. 따라서 가계의 자원제약은 

다음 식과 같다.

pcqn +πzZ=I 

자원제약하에 효용극 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n) = MUn = λpcq = λπn 

(∂U/∂q) = MUq = λpcn = λπq, 

(∂U/∂Z) = MUZ = λπz

이 경우 자녀 수, n의 잠재 가격 πn은 자녀의 질 q에, 자녀의 질,   

q의 잠재가격 πq는 자녀의 수 n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 모형은 

자녀의 질, q가 증가하면 각 자녀에 해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각 자녀 (수)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래함을 시사

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자녀의 질에 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녀 수의 잠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자녀 수는 감소한다.  

자녀 수가 감소하면 자녀 질의 잠재 비용이 낮아져 질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한 질은 자녀 수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자녀 수가 더욱 

감소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자녀의 수와 질이 서로 체제가 아니

라면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새로운 균형 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Becker, 1993). 

경제가 발 하면 소득과 더불어 교육과 다른 인  자본의 투자 수익

률이 증가하는데, 이는 자녀의 질에 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

의 수에 한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러한 자녀의 질과 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출산율이 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Beck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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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계층 (Social Status)과 출산 

사회계층(Social Status)에 따른 출산율 차이를 분석한 부분의 연구

에서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로 소득과, 교육수 을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이 소득과 출산간의 음의 계를 보여왔다. 

왜 소득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녀를 덜 낳으며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계를 설명하기 한 많은 이론  논의가 뒷받침 되어 왔다. 소

득과 출산의 음의 계를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은 앞서 소개된 

Becker(1960, 1993)의 Quantity and Quality Model을 들 수 있다.  

소득과 자녀수의 음의 계는 다양한 국가에서 실증분석 결과로 제시

되었으며 Jones and Tertilt(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소득(남편의 

임 )과 출산의 음의 계가 지속 음을 제시하 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

는 1826년과 1960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가 출산에 한 소득탄력성

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음의 계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과 자녀의 음의 계를 설명하는 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회

비용 인 측면에서 자녀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존재이며 부모의 임

이 높을수록 자녀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녀에 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다른 으로 고임 근로자들은 자녀의 질에 한  

수요가 더 높아 질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고 따라서 자녀수를     

덜 낳는다는 것이다.  다른 의 문헌에서는 실증분석결과는 여성

의 잠재  소득과 같은 요변수의 락에 의해서 발생한 통계  우연

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Jones et al, 2008). Hotz et al (199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락변수가 통제되면 출산과 소득의 계는 양의  

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과 출산 련 이론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모든 이론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시간을 요하고 이 시간은 부모에 의해서 어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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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생 인 임 의 다양성에 근간을 둔 

이론들은 결정 으로 소비와 자녀의 체 탄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 질에 한 선택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은 소득과 출산의   

부 인 계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수와 질의 상호 교환은 소비와 자녀

의 체 탄력성이 높다는 가정과 결합될 경우에만 유의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자녀에 한 선호가 다르다는 데에 근간을 둔 이론들은 소비와 

자녀의 체탄력성이 높다는 가정 없이도 부 인 계를 일반화 할   

가능성 있으며 남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얻기 해서는 남편과 부인이 사회경제  특성이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을 바탕으로 유의할 확률이 높다 (Jones et al, 2008). 

Vegard(2008)는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몇몇 나라의 Social status와 

출산율의 계를 논의하 다. 연구결과, 13세기에서 21세기로 갈수록 

status-fertility의 계가 양의 계에서 음의 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Haines(199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출산율의 

감소는 산층과 상층에 의해 주도 된다고 보았다. 1270년부터 2006년

까지의 서로 다른 status measures( 를 들면 occupation/social class, 

income/wealth and education)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높은 사회계

층이 보다 많은 자녀수를 갖다가 차 으로 은 자녀수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사회경제  지 가 출산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립 인 출산 효과로 변화하 으며 반면에 교육의 출산 효과는 

찰되는 기간 동안 음의 효과를 보 다.  

 교육은 20세기 에 들어 가장 보편 인 사회경제  지 의 지표가 

되었고 교육과 평균 인 출산은 언제나 음의 계를 보 으며 여성의 

교육수 이 증가할수록 출산도 함께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지표를 따로따로 분석해보면 교육의 효과에 따른 출산의 감소는 

 기간에 걸쳐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높은 효과를 보 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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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세계 으로 1990-2006년의 기간 동안, 교육수 이 높은 여성

의 그 지 않은 여성보다 29.9%낮은 자녀를 출산하 고 교육수 이 높

은 남성은 그 지 않은 여성보다 11.6% 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듯 교육수 에 따른 출산효과는  세계 으로 강한 향을 미쳤다. 

Jejeebhoy(1995)의 연구에서 사회경제  수 (교육수 과 소득수

이 표 지표)과 출산의 계가 반드시 1차 함수의 계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사회경제  지 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감소한다고 주장하 다. 일반 으로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계층

에서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면서 출산도 함께 증가하 으나 시간이 지나

면서 이러한 계는  불분명해 지고 차 출산의 감소는 사회경제

 지 가 낮거나 층인 계층에서 부분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Olivia(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출산율 차이를 

랑스와 국에 해서 비교하고 있다. 이 의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랑스와 국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되

어왔다. 근 20년 만해도 합계출산율을 두 나라 모두 비슷하 으며  

한 여성 당 1.8명의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유럽연합국가 에서도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 다. 뿐만 아니라, 1970년  이후의 혼인연령,  

혼외 출산율, 무자녀의 비율 증가와 같은 인구학 인 트 드 역시 매우 

비슷하 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정책이 출산에 향을 미치기 시작하

다. Leliévre(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 형성 기의 차이 을 로 들었

는데 특이하게도 국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여성에게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는 보통 상 으로 교육수 이 낮고 사회경제  수

이  낮은 그룹에게서 많이 나타났다고 언 하 다. 반 로, 랑스에서 

동거는 일반 으로 비교  교육수 이 높고 트 에 비해 상 으로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여성에게서 많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자녀를 

낳는 수 역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반 으로 랑스에서는 자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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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낳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국에서는 자녀를 낳는 tempo가 궁극

인 가족 크기에 향을 미쳤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 그리고 좀 더 큰 가

족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랑스에 비해 국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때 남성의 사회 지 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났다. 

Olivia(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과 트 의 연령과 사회경제  특성

을 이용하여 birth order에 따른 두 나라의 출산 정도를 비교하고 정부

의 정책이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두 나라 모두에서 출산과 그 시

기의 사회경제  요인과 강한 계를 나타내는지, 사회경제  특성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출산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랑스에서는 92%의 여성이 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하 고 72%는 어도 두 명, 33%는 어도 세 명을 출산하

다. 국에서는 각각 82.7%, 65.2% 그리고 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지 않는 국여성의 약 41%가 세 번째 자녀를 낳은 반면 

랑스에는 일하지 않는 여성의 27%만이 세 번째 자녀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랑스와 국의 여성은 자녀출산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는데 이는 교육수 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는 

일반 으로 첫 자녀 출산에서 U자 커 가 찰되며 18세 이 에 자녀

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25세와 29세 사이에 출산 정체기에 어들

었으며 35세 이상의 출산도 무시할 수 없는 수 이었다. 랑스에서는 

약 17%가 26세에 자녀를 낳았고 이 나이부터 35세까지 첫 번째 자녀

를 낳을 가능성은 국보다 높았다. 즉 랑스보다 국에서 첫 자녀 

출산시기가 빠름을 알 수 있다. 두 나라모두에서 교육수 이 높은 경우 

자녀출산이 늦어진 반면 완결출산의 지연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

데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한 경우가 국에 비해  랑스가 많았으나 이

는 단지 시간 지연 효과만 나타낼 뿐이다. 반면 국에서는 무자녀로의 

이행이 높은 수 을 보 는데 를 들면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할 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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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 이 높은 여성 네 명  한 명은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교사와 간호사와 같이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성은 일반 사무

직 근로자 보다 자녀를 빨리 출산하 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모두 

트 의 교육수 이나 그의 직업의 종류보다는 여성의 교육수 과 나이

가 첫 번째 자녀 출산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두 번째 자녀출산에서는 여성의 교육수 이 출산에 덜 향을 미쳤

지만 그 향력은 여 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출산간격은 랑스보다 

국이 더 짧았으며 랑스의 경우 출산시기가 교육수 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났다. 랑스 여성은 자신의 교육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녀를 빠른 시일내에 연속 으로 아이를 낳았다. 한 랑스에서는 

가족정책의 향이 세 번째 자녀출산을 고려할 때 명확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자녀출산으로의 이행은 거의 모든 랑스의 직업군에서 국보

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등교육이상의 여성들에게서 짧은 출산간격, 

연속 인 출산이 찰되었다. 이와는 반 로 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직업군 분류가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의 향

을 미치지 않았고 그 출산시기에도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

으로 두 나라 모두 첫 자녀 출산에 있어서 교육수 이 높으면서 종사상

지 가 상층인 그룹에서 자녀출산을 가장 조  한 반면에, 교육수 이 

높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 

Deborah et al(1982)는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소비욕구, 자녀의 질, 가격, 그리고 피임기구의 사용 등을 모형에 포

함하여 분석하 으나 이러한 변수들이 출산율에 직 으로 향을 미

치는지와 련해서는 측정할 수 없었다. 다만 다변량분석을 통해서 남

편과 아내의 교육수 , 아내의 나이, 그리고 종교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1962년 기 되는 출산 그리고 총 출산아수의 총 효과를 측정하 다. 분

석결과 출산과 소득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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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편소득 딱 한 곳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 계가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은 추가 자녀출산에 음의 향을 미쳤으며 여성 

그리고 남성의 교육은 출산과 련하여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

으며 소득 변수의 부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편의   

소득과 출산 사이의 상반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결정에서의   

경제  요인의 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단된다. 많은 응답자

들이 경제  이유 때문에 당  계획했던 자녀수보다 더 은 수의 자녀

를 낳았다고 하 고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다. 

  3.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일반 으로 출산과 여성의 노동참여는 음의 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

되어왔다. 흥미롭게도 이 주제는 인구 체수 이하의 출산율을 가진  

서구사회의 모습과 연 되어있다. 일반 으로, 이러한 갈등은 엄마로서

의 역할과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련되어있고 자녀출산‧양육과 련한 

양립불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엄마로서의 역할과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규범은 엄마를 자녀양육의 가장 

한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사회에서 일과 자녀의 양육은 양립이 

사실상 쉽지 않다. 

이 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출산과 여성의 사회참여는 

음의 계를 보여왔지만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출산율   

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Ronald et al(1996)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

회참여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해당연구

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1988년 OECD 국가 데이터로 재의 상황과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일과 양육의 양립의 어려움을  겪

은 일하는 여성을 상으로 부분 으로나마 출산율 그리고 선진국의 다

양한 트 드를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보육시스템의 체계  정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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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조직의 변화가 잠재 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 다.   그

리고 보육시스템의 체계  지원은 일과 출산을 재하는 심역할을 하

다. 모성휴가정책과 지원은 출산을 독려하는데 향을 주지  못

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이 의 서독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함께 출산율 결정에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단 시간당 임 , 남성의 연간소득, 그리고 상 소득

에 한 리변수 등이 요한 변수로 밝 진 바 있다. Household 

behavior의 economic 모델들은 일반 으로 기혼 여성의 교육 년 수의 

증가와 임 의 증가로부터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측가능하게 한다. 김정호(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임 수 이 1980년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여성의 임 이 10% 증가할 경우 둘째 출산확률

이 1.6~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임  상승이 1980년

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연구 결과는 여성의 임 수 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김 숙 외(2006)가 ‘2003년도 국출산력조사’를 이용하여 

기간모형을 추정한 결과, 여성의 임  상승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산

시 을 미루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 으나 소득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민희철(2008)도 

출산시 을 지연하는 여성 임 효과를 첫 번째 출산에 해서 발견하

고 배우자 임 의 상승이 두 번째 출산시 을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 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율 결정이론 에서 신가계경

제학, 상 소득가설 등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 류덕 (2007)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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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각 연도)를 바탕으로 출산력  연령

별 코호트 규모를 이용하고 노동부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신가계경제학 출산율 결정에 한 실증    

검증모형은 출산(양육을 포함해서)을 개인의 노동-여가의 선택의 연장선

으로 보는 모형으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을 구분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와 참가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각각

의 경우에 여성임 의 변화와 남성소득의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시간당 여성임 이 상승에 따른 음의 효과가 

소득상승에 따른 양의 효과보다 체효과가 커 결과 으로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소득의 경우, 그 자체로는 양의 부호

를 보이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소득가

설에 한 검증의 경우 기본 모형에 상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

하는 것으로 실행하 다. 상 소득 변수로는 연령 별 남성의 연간소득

의 상  크기로 측정하 으며 이는 출산율과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rom Jackson(1995)는 호주의 출산과 여성과 남성의 임 간의  

계를 분석하 다. 1966년부터 1990년 사이동안 합계출산율의 탄력성

은 여성의 임 과는 음의 계를 보 고 남성의 임 과는 양의 계를 

보 다.  

일반 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상과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낮음과 동시

에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Daniela Del Boca(2002)는 이탈리아 

사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과 공 지원체계에 있는 보육인 라의 제도  

경직성과 결  등의 이유로 낮은 노동참여율과 함께 출산 상이 야

기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여성으로 하여    자녀를 갖

는 비용의 증가와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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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유연성이 히 떨어지는 구조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

아질 수 없으며 출산과 양육에 직면한 여성들은 part time 노동시장으

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part-time employment의 한정

된 유효성과 이용 가능한 보육 서비스의 제한은 엄마의 일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친척의 도움 없이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움을 시사한

다.

제2절 소득과 양육행태

  1. 보육서비스 이용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 가족이 속한 계층을 보여주는 변수들은 

보육서비스 선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특히 가구

소득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제  자원을 제공한다는 에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변수  하나로 인식되

어 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층을 심

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향으로 소득수 이 낮은 계층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 이 높아지면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 사교육의 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유아 상 학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원이용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 는 별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 

등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뚜렷한 계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정미라 외(2007)의 연구에서는 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를 비교한 결과 소득 가정 아동은 일 이 집에서 부모와 지내는 

시간의 양, 질이 모두 떨어져 유아기 때부터 주로 컴퓨터나 TV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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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지내고 이는 학령기의 성 문제로 귀결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두 계층 모두 유아기의 자녀양육을 학령기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소득층 부모는 자녀교육을 걱정하기 보다는 당장 집에서 

돌보아  사람이 없는 문제가 더 선무로 나타났다. 

한 모의 취업유무 는 유형에 따라서 보육서비스 이용이 달라진다

고 연구된 바 있다. 이완정(2009)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모가 이용하는 

보육형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들은 

아기 자녀의 경우 친인척이나 부부의 양육을 받게 하는데 비해 유아

기 자녀는 주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아기 자녀에 

한 보육비용과 보육만족도가 유아기 자녀에 한 보육형태를 달리  

사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취업모는 자녀를   

한 보육형태를 결정할 때 자녀의 연령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삼으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친인척 등 개인 보육자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한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따라 이들의 일-가정 양립의 부

담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와 유아를 둔 취업모   

모두 비임 근로자 집단보다 임 근로자 집단이 일-가정 양립 부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보육 련 변인에 따라서도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부담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기 자녀

를 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자녀를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직  돌보는 사람보다 일-가정 양립 부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기 자녀의 경우 기 보다는 개인양육자에게 맡기는 것이 

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이에 따라 아를 기

에 맡기는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과 일을 양립하는데 한 역할 부담

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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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육‧교육비 지출

출산 상을 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요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인 원인이 요한 원인이며 특히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고 지 되고 있다. 신윤정(2008)의 연구에서 가구의 보육‧교

육비 부담정도와 부담수 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육비 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사람이 자

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 한 보육‧교육비 지출의 계층 간 차별성이 심각함을 

보 다.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수 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이 컸

으며 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 높은 부담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 

박세경(200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

비가 증가하며 이때 고소득 가구의 증가 정도가 소득 가구와 비교하

여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 이 높을수록 자녀양육비 지출이 

많았고 체 지출 비 자녀양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으로 미루어볼 

때, 계층간 양극화가 반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자녀연

령에 따라 자녀양육비의 차이를 보인다는 에서 자녀수에 따른 자녀양

육비를 측정하는데 자녀연령을 고려하지 못한 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 되고 있다. 한경림(2010)의 연구에서 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실태를 비교한 결과 소득 가정에서의 자녀양육비용은 체 가구

소비규모 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  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한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기  

이용(특기교육과 방문교사)률은 월교육비용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비용지출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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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문희 외(2010a)의 연구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아 자녀가 많은 가정이 은 가정에 비해 소득은 낮으며, 지출수 은 

높아 소득 비 지출비율이 증가하며 상 으로 경제  취약계층에 다

자녀 가구가 많으며 유아수가 증가 수록 식료품  서비스 항목이 증

가하며 특히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0세의   경

우 보육서비스이용료가 포함된 기타상품서비스, 보건 련지출이 많았으

며 만 5세의 경우 유아기 때 교육에 한 지출이 증하며 교육비가 

소비지출 비 17.1%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유아 가구의 

소득재비지출비율은 유아 3인가구를 제외한 체평균보다 10%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으로 유아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8만

5천원의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가구에서는 2명일 

때 평균1.4배를 더 지출하며 3명일 때는 일반가구의 32%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가 교육비 투자를 게하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취약가정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 서문희 외(2010b)

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보편 인 보육이용실태와 요구도를 악한 

결과 이용시간의 다양화 추진과 함께 12시간 운 방침의 흐름속에서도 

다양한 이용시간에 한 수요와 선호도가 존재하므로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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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득계층별 출산 행태 분석

제1절 분석 대상 및 특성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

조사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2)’ 2008

년도 데이터를 이용하 다. 재 해당 패 조사는 2007년, 2008년   

각각 실시된 이후 격년으로 조사주기를 변경하여 2010년 조사가 완료

된 상태이나, 자료공개는 2개년도 자료만 공개된 상황이다. 출산행   

간격을 고려할 때 패 이 축척된 기간이 상 으로 짧아 종단분석의 

근은 시도하지 않았으며 다만 2007년도의 변수와 연계가 있는 경우

는 2개년도 변수를 함께 활용하도록 하 다. 

2개년 도를 모두 응답한 사람  만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기혼여

성을 상으로 분석하 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재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로 제한하여 분석하 다. 자녀연령을 이와 같이 

제한한 이유는 동일 연령 라 하더라도 이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가구의 경우 2000년  들어서면서 심화된 국내 출산 상의 시기에 

출산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에 분석 상을 와 같은 기 으로 제한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변화실태를 

악하기 해서 실시하는 국 규모의 패 조사로 2010년 재 5차년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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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 양육행태의 분석이 미취학 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가구를 한정하 다.

  2. 분석 표본특징

본 장에서 출산행태 분석을 한 표본 특징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여성의 평균 혼 연령은 26.6세, 평균연령은 33.7세, 재 평균

자녀수는 1.78명이며 평균 생애 총 출산자녀수는 1.94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3,721만원이며 부인이 취업 인 경우 부인

의 연평균 소득은 1,890만원이며 남편의 연평균 소득은 3,21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조사대상 일반적인 특성 (N=2017) 

(단위: %, 명)

구 분 빈도 퍼센트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154 7.6
보통 1,108 54.9
어려움 755 37.4
계 2,017 100.0

금융자산총합 평균 2,017 1567.74만 원

유형자산총합 평균 2,017 830.96만 원

1년간 부인근로총소득 평균 478 1890.7만 원 

1년간 남편근로총소득 평균 1,749 3219.2만 원

총소득 평균 2,017 3721.5만 원

주택소유 여부 있음 1,068 53.0
없음 948 47.0
계 2,016 1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314 15.6
아파트 1,309 64.9
기타 394 19.5
계 2017 100.0

출산자녀수 평균 2,017 1.78명

생애 총 출산자녀수 평균 2,017 1.94명

자녀출산계획 있음 349 17.3
없음 1,529 75.8
모르겠음 139 6.9
계 2,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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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사대상 일반적인 특성 (N=2017) (계속) 

구 분 빈도 퍼센트

모의 특성

부인 평균 초혼연령 2,000 26.58 세 

부인 연령 29세 이하 343 17.0
30~34세 836 41.4
35~39세 662 32.8
40세 이상 176 8.7
계 2,017 100.0

학력 고졸 이하 885 43.9
전문대졸 473 23.5
대학교졸 이상 659 32.7
계 2,017 100.0

일자리 있음 546 27.1
없음 1,471 72.9
계 2,017 100.0

부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701 35.3
전문대졸 366 18.4
대학교졸 이상 917 46.2
계 2,017 100.0

일자리 있음 1,764 88.9
없음 221 11.1
계 1,985 100.0

출산행태 분석은 크게 생애 총 출산자녀수와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향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생애 총 출산 자녀수는 

재 출산자녀수와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를 더하여 산출하

다3). 해당 자료에서는 추가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몇 명의 자녀

를 더  낳을 것인지 묻고 있기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생애 총 출산자

녀수를 구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표 3-2>는 재 자녀수와 생애  

총 출산자녀수 가구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3) 향후추가자녀 출산계획에 해서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재 자녀수만을 생애자

녀수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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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현재 자녀수와 생애 총 출산 자녀수

현재 자녀수 생애 총 출산 자녀수

구분 가구수 비율(%) 구분 가구수 비율(%)
0명 169 8.4 0명 56 2.8 
1명 461 22.9 1명 370 18.3 
2명 1,066 52.9 2명 1228 60.9 

3명 이상 321 15.9 3명 이상 363 18.0 
전체 2,017 100 전체 2,017 100

체 2017명 에서 향후 추가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49

가구에 해당하 으며 이들 가구의 향후 추가출산자녀까지 고려하여   

계산된 생애 총 자녀수 황은 재자녀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 

데이터에서 자녀수가 0명인경우는 169가구에 달했지만 생애 총 자녀수

가 0명인 경우는 56가구에 불과하 다. 즉 분석 상가구의 약 97%가 

최소한 자녀 1자녀 이상을 두었거나 둘 계획인 것이다. 

체 표본을 소득 10분 로 나 어 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생애 총 출산자녀수를 비교한 결과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소득분위별 생애 총 출산 자녀수 (취업, 비취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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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비취업모 가구의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취업모 가구에 비

해 높은 경향을 보 으나 소득 2분  그룹의 경우 유독 취업모 가구의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7분  취업모 그

룹의 경우 타 그룹에 비해서 상 으로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낮게 조

사되었으며 소득 10분 에 속하는 고소득 층에서도 취업모 가구의 생애  

총 출산자녀수는 타 그룹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2017명 에서 향후 추가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49가

구에 해당하 으며 소득분 별 출산의향이 있는 비율은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소득분위별 추가출산 의향이 있는 비율 (취업, 비취업, 전체)

생애 총 출산자녀수 와 달리 추가 출산 의향의 경우 비취업모 가구와 

취업모 가구를 비교했을 때 소득 5분 를 기 으로 그 이하 그룹은 비취

업모 가구의 추가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그 이상의 그룹

에서는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 반 으로 소득 수 이 높은 그룹일수록 

추가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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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득계층별 생애 총 출산자녀 수 분석

총 생애 출산 자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를 서열변수로 고려하여 O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 다. SPSS 순서회귀 모델의 하나인 PLUM(Polytomous 

Universal Model)을 이용하 으며  링크 함수는 logit model로 분석하

다. 

Ordered logit model 다항인 종속변수의 선택확률을 구한다는 에

서 Multinominal Logit Model 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명목형   

변수를 다루는 Multinominal Logit Model과 달리 순서형 종속변수에 

한 선택확률을 구한다는 에서 종속에 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소득계층은 총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하  30%, 소득 

상  30%, 그 외 간 소득계층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소득계층 구

분 값은 각각 약 2,500만원, 4,200만원이며, 각 계층별 평균 소득은 각

각 약 2,000만원, 3,400만원, 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에서 이용된 자료는 근로소득 이외에 융소득, 부동산 소득등을 포함

한 총 가계소득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총 가계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가계의 소득수 (경제수 )을 더 잘 나타낸다고 단하여 총 가계소득

을 분석변수로 이용하 다 (표 3-3)4). 한 주택소유 비율은 하층, 

층, 상층 계층별로 각각 43.2%, 52.7%, 6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 취업비율은 각각 15.4%, 20.9%, 48.9%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모

의 취업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 총 가계소득 신에 근로소득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함께 수행하 으나, 
모형 합도가 더 낮게 나와서 그에 따른 결과는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이유

로 최종 으로 총 가계소득 변수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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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퍼센트, 평균

하층 중층 상층

기준소득 2,500만원 이하
2,500만원 초과 - 
4,200만원 이하

4,200만원 초과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2.1 3.8 19.4
보통 37.5 60.8 64.8
어려움 60.3 35.4 15.8
계 100.0 100.0 100.0

금융자산총합 559.60 만 원 1322.08 만 원 3024.56 만 원 

유형자산총합 454.00 만 원 773.74 만 원 1323.31 만 원 

1년간 부인근로총소득 1062.61 만 원 1182.99 만 원 2525.02 만 원 

1년간 남편근로총소득 1986.13 만 원 3102.13 만 원 4492.76 만 원 

총소득 2020.29 만 원 3403.45 만 원 6033.75 만 원 

주택소유 여부 있음 43.2 52.7 63.9
없음 56.8 47.3 36.1
계 100.0 100.0 1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21.0 13.3 13.2
아파트 27.1 17.8 14.1
기타 51.9 68.9 72.8
계 100.0 100.0 100.0

출산자녀수 평균 1.74 명 1.80 명 1.79 명 

생애 총 출산자녀수 평균 1.94 명 1.95 명 1.99 
자녀출산계획 있음 20.0 15.5 17.1

없음 72.7 77.5 76.5
모르겠음 7.3 6.9 6.4
계 100.0 100.0 100.0

부인 평균 초혼연령 26.44 세 26.63 세 26.65 세  

모의 학력 고졸 이하 59.2 44.8 26.0
전문대졸 22.5 24.8 22.4
대학교졸 이상 18.3 30.4 51.6
계 100.0 100.0 100.0

모의 취업유무 있음 15.4 20.9 48.9
없음 84.6 79.1 51.1
계 100.0 100.0 100.0

부의 학력 고졸이하 53.0 33.4 19.9
전문대졸 19.7 21.4 12.7
대학교졸 이상 27.3 45.2 67.4
계 100.0 100.0 100.0

부의 취업유무 있음 80.8 91.4 93.4
없음 19.2 8.6 6.6
계 100.0 100.0 100.0

〈표 3-3〉 소득계층 기준 및 계층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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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생애 총출산자녀수

1. 1명

2. 2명

3. 3명 이상

독립변수

가구특성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평가로 5점척도로 조사함

금융자산총합
현재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등의 금융자산의 총합

유형자산총합
현재 자동차, 농기계, 선박, 장비, 가축, 
가금류 등 유형자산의 총합 

총 가계소득
임금근로소득 및 부동산,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총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결혼기간 결혼기간 (년)

모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나이 부인 나이

취업유형 취업, 비취업

부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나이 남편 나이

분석은 체 표본을 상으로 한 경우, 소득계층별로 나 어 분석한 

경우로 나 어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3-4>은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한 설명을 나타낸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생애 

총 출산자녀수는 1명, 2명, 3명 이상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 다5). 

〈표 3-4〉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 

  1. 전체 표본분석

체 표본  유효한 가구수 1920을 상으로 총 생애 출산 자녀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에 한 계수를 살펴봤

을 때 부인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생애 총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하며 결혼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취업 상태일수록,  

5)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0인 경우는 56 이스로 범주화하기에 표본수가 무 작아 분석에

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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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 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 경제상태, 자산상태, 소득수 은 생애 총 출산

자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 (전체 표본, N=1,920)

(단위: %, 명)

구 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152 0.86 0.476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125 0.88 0.249
금융자산 0.000 1.00 0.855
유형자산 0.005 1.01 0.179
총소득 0.003 1.00 0.326
주택소유 0.124 1.13 0.219
주거유형1(단독주택) 0.400*** 1.49 0.005
주거유형2(기타) -0.087 0.92 0.502
결혼기간 0.339*** 1.40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340** 1.40 0.018
학력2(전문대졸) 0.242* 1.27 0.089
나이 -0.065*** 0.94 0.001
일자리 -0.211** 0.81 0.076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031 1.03 0.824
학력2(전문대졸) -0.018 0.98 0.898
나이 -0.024 0.98 0.175

종속변수
생애 총 출산자녀수1 -2.119*** 0.12 0.000
생애 총 출산자녀수2 1.551*** 4.72 0.003

 X²=4166.669***, Nagelkerke R2=0.274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2. 소득하위 30% 계층분석

10분 로 나  소득구간  소득하  30분  계층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2,020만원이며 약 15.4%의 가구가 취

업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융자산은 약 559만원이며 평균 

유형자산은 약 45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생애 총 자녀수는 

1.92명이며 응답자의 4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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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소득하위 30% 계층의 일반적인 특성 (N=605)
(단위: %, 명)

구 분 빈도 퍼센트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13 2.1
보통 227 37.5
어려움 365 60.3
계 605 100.0

금융자산총합 평균 605 559.60 만 원 

유형자산총합 평균 605 454.00 만 원 

1년간 부인근로총소득 평균 66 1062.61 만 원 

1년간 남편근로총소득 평균 462 1986.13 만 원 

총소득 평균 605 2020.29 만 원 

주택소유 여부 있음 261 43.2
없음 343 56.8
계 604 1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127 21.0
아파트 164 27.1
기타 314 51.9
계 605 100.0

출산자녀수 평균 605 1.74 명 

생애 총 출산자녀수 평균 605 1.94 명 

자녀출산계획 있음 121 20.0
없음 440 72.7
모르겠음 44 7.3
계 605 100.0

모의 특성

부인 평균 초혼연령 599 26.44 세  

부인 연령 29세 이하 134 22.1
30~34세 251 41.5
35~39세 161 26.6
40세 이상 59 9.8
계 605 100.0

학력 고졸 이하 358 59.2
전문대졸 136 22.5
대학교졸 이상 111 18.3
계 605 100.0

일자리 있음 93 15.4
없음 512 84.6
계 605 100.0

부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307 53.0
전문대졸 114 19.7
대학교졸 이상 158 27.3
계 579 100.0

일자리 있음 468 80.8
없음 111 19.2
계 5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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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605명  유효한 표본 560 이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계층을 구분하지 않은 체 표본에서와 달리 소득하

 30% 계층에서는 융자산이 을수록, 단독주택이나 아 트가 아닌  

주거유형일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생애 총 출산자

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층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와 그 이외의 경우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하  30%  

계층의 경우 미래 총 출산자녀수가 1명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3명 이상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 (소득하위 30%, N=560)

(단위: %, 명)

구 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261 0.77 0.659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125 1.13 0.516
금융자산 -0.026*** 0.97 0.007
유형자산 0.007 1.01 0.648
총소득 0.027 1.03 0.198
주택소유 -0.050 0.95 0.783
주거유형1(단독주택) 0.382 1.47 0.110
주거유형2(기타) -0.144 0.87 0.500
결혼기간 0.290*** 1.34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250 1.28 0.370
학력2(전문대졸) -0.237 0.79 0.409
나이 -0.067** 0.94 0.032
취업 0.010 1.01 0.972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008 0.99 0.975
학력2(전문대졸) -0.090 0.91 0.737
나이 -0.021 0.98 0.458

종속변수
생애 총 출산자녀수1 -2.030** 0.13 0.024
생애 총 출산자녀수2 1.115 3.05 0.212

 X²=1202.458**, Nagelkerke R2=0.202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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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퍼센트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32 3.8
보통 517 60.8
어려움 301 35.4
계 850 100.0

금융자산총합 평균 850 1322.08 만 원 

유형자산총합 평균 850 773.74 만 원 

1년간 부인근로총소득 평균 154 1182.99 만 원 

1년간 남편근로총소득 평균 769 3102.13 만 원 

총소득 평균 850 3403.45 만 원 

주택소유 여부 있음 448 52.7
없음 402 47.3
계 850 1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113 13.3
아파트 151 17.8
기타 586 68.9
계 850 100.0

출산자녀수 평균 850 1.80 명 

생애 총 출산자녀수 평균 850 1.95 명 

자녀출산계획 있음 132 15.5
없음 659 77.5
모르겠음 59 6.9
계 850 100.0

  3. 중층 (소득 30분위 초과 70분위 이하)분석

10분 로 나  소득구간  소득30분  과 70분  이하 계층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3,403만원이며       

약 20.9%의 가구가 취업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융자산은 

약 1,332만원이며 평균 유형자산은 약 77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생애 총 자녀수는 1.94명이며 응답자의 약 53%가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  30% 계층과 비교해 볼 때 취업모 

비율과 주택소유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8). 

〈표 3-8〉 중간 소득 계층의 일반적인 특성 (N=850)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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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퍼센트

모의 특성

부인 평균 초혼연령 846 26.63 세 

부인 연령 29세 이하 128 15.1
30~34세 376 44.2
35~39세 283 33.3
40세 이상 63 7.4
계 850 100.0

학력 고졸 이하 381 44.8
전문대졸 211 24.8
대학교졸 이상 258 30.4
계 850 100.0

일자리 있음 178 20.9
없음 672 79.1
계 850 100.0

부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283 33.4
전문대졸 181 21.4
대학교졸 이상 383 45.2
계 847 100.0

일자리 있음 775 91.4
없음 73 8.6
계 848 100.0

〈표 3-8〉 중간 소득 계층의 일반적인 특성 (N=850) (계속)

분석 상 850명  유효한 표본 828 이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9>와 같다. 계층을 구분하지 않은 체 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분의 객  소득  자산 련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모 가구의 경우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표본에서와 달리 결혼기간은 양의   

향을 미치며 모의 연령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층에서는 하층과 달리 자녀가 1명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반면 1명 는 2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층 계층의 경우 미래 총 출산자녀

수가 1명이거나 2명인인 경우와 3명이상인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1명

인 경우와 2명 는 3명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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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 (중층, N=828)
(단위: %, 명)

구 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613 0.54 0.151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235 0.79 0.160
금융자산 0.001 1.00 0.788
유형자산 0.009 1.01 0.251
총소득 -0.013 0.99 0.481
주택소유 0.220 1.25 0.165
주거유형1(단독주택) 0.168 1.18 0.475
주거유형2(기타) -0.189 0.83 0.365
결혼기간 0.368*** 1.44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092 1.10 0.676
학력2(전문대졸) 0.303 1.35 0.176
나이 -0.048 0.95 0.134
취업 -0.310 0.73 0.123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110 1.12 0.611
학력2(전문대졸) 0.051 1.05 0.814
나이 -0.053* 0.95 0.068

종속변수
생애 총 출산자녀수1 -3.157*** 0.04 0.003
생애 총 출산자녀수2 0.848 2.33 0.417

 X²=1865.305***, Nagelkerke R2=0.273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4. 소득상위 30% 계층 분석

10분 로 나  소득구간  소득상  30분  계층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6,033만원이며 약 48.9%의 가구가  

취업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융자산은 약 3,024만원이며  

평균 유형자산은 약 1,3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생애 총   

자녀수는 1.97명이며 응답자의 64%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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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소득상위 30% 계층의 일반적인 특성 (N=562)

(단위: %, 명)

구 분 빈도 퍼센트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109 19.4
보통 364 64.8
어려움 89 15.8
계 562 100.0

금융자산총합 평균 562 3024.56 만 원 

유형자산총합 평균 562 1323.31 만 원 

1년간 부인근로총소득 평균 258 2525.02 만 원 

1년간 남편근로총소득 평균 518 4492.76 만 원 

총소득 평균 562 6033.75 만 원 

주택소유 여부 있음 359 63.9
없음 203 36.1
계 562 100.0

주거유형 단독주택 74 13.2
아파트 79 14.1
기타 409 72.8
계 562 100.0

출산자녀수 평균 562 1.79 명 

생애 총 출산자녀수 평균 562 1.99 
자녀출산계획 있음 96 17.1

없음 430 76.5
모르겠음 36 6.4
계 562 100.0

모의 특성

부인 평균 초혼연령 555 26.65 세 

부인 연령 29세 이하 81 14.4
30~34세 209 37.2
35~39세 218 38.8
40세 이상 54 9.6
계 56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6 26.0
전문대졸 126 22.4
대학교졸 이상 290 51.6
계 562 100.0

일자리 있음 275 48.9
없음 287 51.1
계 562 100.0

부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111 19.9
전문대졸 71 12.7
대학교졸 이상 376 67.4
계 558 100.0

일자리 있음 521 93.4
없음 37 6.6
계 5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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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562명  유효한 표본 532 이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3-11>과 같다. 계층을 구분하지 않은 체 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련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표본에서와 달리 결혼기간은 층 계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의 향을 

미치며 모의 연령은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 

하  30% 계층의 경우와는 반 로 미래 총 출산자녀수가 1명인 경우

와 그 이외의 경우의 차이는 없으나, 3명 이상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상층의 

특이 사항은 모의 취업유무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반면에 교육수 이 낮을수록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 (소득상위 30%, N=532)

(단위: %, 명)

구 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081 0.92 0.810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278 0.76 0.299
금융자산 0.001 1.00 0.645
유형자산 0.004 1.00 0.395
총소득 -0.002 1.00 0.722
주택소유 0.120 1.13 0.554
주거유형1(단독주택) 0.553** 1.74 0.067
주거유형2(기타) 0.057 1.06 0.843
결혼기간 0.350*** 1.42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787*** 2.20 0.007
학력2(전문대졸) 0.618** 1.86 0.019
나이 -0.069* 0.93 0.095
취업 -0.173 0.84 0.387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012 0.99 0.968
학력2(전문대졸) -0.075 0.93 0.810
나이 0.002 1.00 0.956

종속변수
생애 총 출산자녀수1 -1.651 0.19 0.173
생애 총 출산자녀수2 2.365* 10.64 0.052

X²=1021.607, Nagelkerke R2=0.371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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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석결과 계층별 비교

소득계층별로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12>와 같다. 체

으로 소득 련 변수는 생애 총 출산 자녀수에 통계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하  계층에서는 융자산

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변수는 체표본과 상층의 경우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 아 트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층과 층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반 으로 상층에서 단독주택의 거주는 아 트거주보다 더 비싼 주거

공간일 가능성이 있으며 체 으로 아이들이 있어서 단독주택의 주거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분석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모의 학력변수는 체 표본과 상층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의 학력변수는  계층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유무변수의 경우 체표본분석결과 취업모 가구일수록 생애 

총 출산자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층별로 분석해 본 결과 

동일 계층 내에서는 모의 취업유무가 총 생애 출산 자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 으로 모든 계층에서 결혼기간이 증가 할수록 생애 총 출산자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애 총 출산자녀수가 기존자녀수 

더하기 향후 추가 희망자녀수로 계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증가할수록 기존자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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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 계층별 비교

(단위: %, 명)

구 분
전체 하위30% 중층 상위 30%

B 추정값 B 추정값 B 추정값 B 추정값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152 -0.261 -0.613 -0.081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125 0.125 -0.235 -0.278
금융자산 0.000 -0.026*** 0.001 0.001
유형자산 0.005 0.007 0.009 0.004
총소득 0.003 0.027 -0.013 -0.002
주택소유 0.124 -0.050 0.220 0.120
주거유형1(단독주택) 0.400*** 0.382 0.168 0.553**
주거유형2(기타) -0.087 -0.144 -0.189 0.057
결혼기간 0.339*** 0.290*** 0.368*** 0.35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340** 0.250 0.092 0.787***
학력2(전문대졸) 0.242* -0.237 0.303 0.618**
나이 -0.065*** -0.067** -0.048 -0.069*
취업 -0.211** 0.010 -0.310 -0.173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031 -0.008 0.110 -0.012
학력2(전문대졸) -0.018 -0.090 0.051 -0.075
나이 -0.024 -0.021 -0.053* 0.002

종속변수
생애 총 출산자녀수1 -2.119*** -2.030** -3.157*** -1.651
생애 총 출산자녀수2 1.551*** 1.115 0.848 2.365*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제3절 소득계층별 추가자녀 출산의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는 추가출산 의향을 묻고 있으며 해당 

변수를 이용하여 추가자녀 출산의도를 Binary logit model로 분석하

다. 여성가족패 조사에서는 막연한 추가자녀 출산계획의 유무만 묻지 

않고 구체 으로 몇 명의 자녀를 낳을것인가도 함께 묻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천 인 추가자녀 출산의도가 조사되었다고 사료된다. 체 

2017명 에서 향후 추가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49가구에 

해당하 다.

분석 상표본의 일반  특징은 앞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평균 혼 연령은 26.6세, 평균연령은 33.7세, 재 평균자녀수는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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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며 평균 생애 총 출산자녀수는 1.9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3,721만원이며 부인이 취업 인 경우 부인의 연

평균 소득은 1,890만원이며 남편의 연평균 소득은 3,219만원으로 조사

되었다. 

소득계층은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간 소득계층을 심으로 층보

다 소득이 높은 가구를 상층, 낮은 가구를 하층으로 구분하고, 소득분포

에서 가운데 일정 비율을 간 소득계층으로 정의하여, 10분  소득분

포에서 가운데 4, 5, 6, 7 분 를( 간 약 40%) 층, 가구소득 하  

30%를 하층, 상  30%를 상층으로 분류하 다. 

분석은 체 표본을 상으로 한 경우, 소득계층별로 나 어 분석한 

경우로 나 어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3-13>은 총 생애 출산 자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한 설명을 나타낸다. 

〈표 3-13〉 추가출산 의도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 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추가자녀 출산 의향
0 = 없음

1 = 있음

독립변수

가구특성

현경제상태 주관적 평가로 5점척도로 조사함

금융자산총합
현재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등의 금융자산의 총합

유형자산총합
현재 자동차, 농기계, 선박, 장비, 가축, 
가금류 등 유형자산의 총합 

총 가계소득
임금근로소득 및 부동산,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총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결혼기간 결혼기간 (년)

모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나이 부인 나이

취업유무 취업유무

부의 특성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나이 남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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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표본 분석

체 표본 2017  유효한 표본 1,832 이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의 <표 3-14>와 같다. 체 표본을 상으로 추가자녀 출산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융자산과 유형자산이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결혼기간이 증가 할수록, 모의 연

령이 많을수록 추가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취업모 일수록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산

이 많고 결혼기간이 오래지 않고 재 자녀수가 작은 경우 추가출산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교육수 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의 교육수 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택소유 여부  주거유형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14〉 추가 자녀 출산 의도 분석 (전체표본, N=1,832)
(단위: %, 명)

구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445 1.56 0.216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244 1.28 0.219
금융자산 0.009** 1.01 0.025
유형자산 0.010* 1.01 0.091
총소득 -0.011 0.99 0.106
주택소유 0.041 1.04 0.817
주거유형1(단독주택) -0.080 0.92 0.764
주거유형2(기타) -0.134 0.88 0.569
결혼기간 -0.258*** 0.77 0.000
총출산자녀수 -2.082*** 0.13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373 1.45 0.149
학력2(전문대졸) 0.042 1.04 0.865
나이 -0.079** 0.92 0.011
취업 0.758*** 2.13 0.001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517** 0.60 0.040
학력2(전문대졸) -0.079 0.92 0.748
나이 -0.043 0.96 0.125

X²=840.582***, Nagelkerke R2=0.600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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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하위 30% 계층 분석

10분 로 나  소득구간  소득하  30분  계층의 일반  특성은 앞선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2,020만원이며 약 15.4%

의 가구가 취업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융자산은 약 559만원이

며 평균 유형자산은 약 45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생애 총 자녀수

는 1.92명이며 응답자의 4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분석 상의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상 605명  유효한 표본 530 이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15>와 같다. 계층을 구분하지 않은 체 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련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 자녀수가 작을수록 추가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의

향이 비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추가 자녀 출산 의도 분석 (소득하위 30%, N=530)
(단위: %, 명)

구 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1.176 3.24 0.199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441 1.55 0.206
금융자산 0.017 1.02 0.215
유형자산 0.027 1.03 0.249
총소득 -0.013 0.99 0.744
주택소유 0.400 1.49 0.226
주거유형1(단독주택) -0.589 0.56 0.198
주거유형2(기타) -0.216 0.81 0.572
결혼기간 -0.231*** 0.79 0.001
총출산자녀수 -2.202*** 0.11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664 1.94 0.200
학력2(전문대졸) -0.266 0.77 0.600
나이 -0.123** 0.88 0.014
취업 1.654*** 5.23 0.002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492 0.61 0.281
학력2(전문대졸) 0.475 1.61 0.285
나이 -0.044 0.96 0.321

X²=279.863***, Nagelkerke R2=0.617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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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층 (소득 30분위 초과 70분위 이하) 분석

10분 로 나  소득구간  소득30분  과 70분  이하 계층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3,403만원이며 약 20.9%의 가구가 취업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융자산은 약 1,332만원이며 평균 유형자산은 약 77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생애 총 자녀수는 1.94명이며 응답자의     

약 5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  30% 계층

과 비교해 볼 때 취업모 비율과 주택소유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상 850명  유효한 표본 785 이스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의 <표 3-16>와 같다. 

〈표 3-16〉 추가 자녀 출산 의도 분석 (중층, N=785)

(단위: %, 명)

구 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862 2.37 0.180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214 1.24 0.495
금융자산 0.006 1.01 0.415
유형자산 0.014 1.01 0.250
총소득 -0.037 0.96 0.262
주택소유 -0.294 0.75 0.301
주거유형1(단독주택) 0.340 1.41 0.436
주거유형2(기타) 0.218 1.24 0.552
결혼기간 -0.325*** 0.72 0.000
총출산자녀수 -1.919*** 0.15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155 1.17 0.681
학력2(전문대졸) 0.098 1.10 0.792
나이 -0.062 0.94 0.247
취업 -0.318 0.73 0.440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773* 0.46 0.049
학력2(전문대졸) -0.449 0.64 0.221
나이 0.005 1.01 0.922

X²=334.094***, Nagelkerke R2=0.588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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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을 구분하지 않은 체 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분의 객  

소득  자산 련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 자녀수가 작을수록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체 표본에서와 달리 부의 교육수 은 음의 향을 미치

며 모의 연령과 취업유무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소득상위 30% 계층 분석

10분 로 나  소득구간  소득상  30분  계층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6,033만원이며 

약 48.9%의 가구가 취업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융자산은 

약 3,024만원이며 평균 유형자산은 약 1,3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생애 총 자녀수는 1.97명이며 응답자의 64%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상 562명  유효한 표본 517 이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17>와 같다. 계층을 구분하지 않은 체 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련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융

자산은 추가자녀 출산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표본에서와 같이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재 자녀수가 작을수록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모 가구가 비 취업모 

가구에 비해 향후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계층과 

달리 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추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모의 연령과 교육수 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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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추가 자녀 출산 의도 분석 (상층, N=517)

(단위: %, 명)

구 분 B 추정값 Exp(B) 유의확률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040 0.96 0.954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180 0.84 0.766
금융자산 0.010* 1.01 0.064
유형자산 0.010 1.01 0.272
총소득 0.005 1.01 0.685
주택소유 0.057 1.06 0.881
주거유형1(단독주택) 0.391 1.48 0.550
주거유형2(기타) -0.386 0.68 0.514
결혼기간 -0.249*** 0.78 0.001
총출산자녀수 -2.361*** 0.09 0.000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133 1.14 0.824
학력2(전문대졸) 0.534 1.71 0.294
나이 -0.017 0.98 0.818
취업 1.500*** 4.48 0.001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258 0.77 0.652
학력2(전문대졸) -0.651 0.52 0.340
나이 -0.139** 0.87 0.044

X²=272.784***, Nagelkerke R2=0.677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5. 분석결과 계층별 비교

소득계층별로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18>와 같다. 체

으로 소득수 은 추가자녀 출산 의도에 통계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 표본과 소득 상  계층에서는 융

자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자녀 출산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여부  주거유형변수는 추가자녀 출산 의도에 통계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비율이 반 으

로 높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그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한 해당변수가 결혼결정에 유의한 변수일 수는 있으나   

일단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에는 출산 의사결정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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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과 재자녀수는 측가능한 결과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재자녀수가 작을수록 모든 계층에서 향후 추가자녀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변수는  계층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층

에서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유무변수의 경우 체표본분석결과 취업모 가구일수록 추가 

자녀 출산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층별로 분석해 본 결과  

층에서는 동일 계층 내에서는 모의 취업유무가 총 생애 출산 자녀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상층에서만 부의 연령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추가 자녀 출산 의도 분석 계층별 비교
(단위: %, 명)

구 분
전체 하위30% 중층 상위 30%

B 추정값 B 추정값 B 추정값 B 추정값

가구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0.445 1.176 0.862 -0.040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0.244 0.441 0.214 -0.180
금융자산 0.009** 0.017 0.006 0.010*
유형자산 0.010* 0.027 0.014 0.010
총소득 -0.011 -0.013 -0.037 0.005
주택소유 0.041 0.400 -0.294 0.057
주거유형1(단독주택) -0.080 -0.589 0.340 0.391
주거유형2(기타) -0.134 -0.216 0.218 -0.386
결혼기간 -0.258*** -0.231*** -0.325*** -0.249***
총출산자녀수 -2.082*** -2.202*** -1.919*** -2.361***

모의 특성

학력1(고졸) 0.373 0.664 0.155 0.133
학력2(전문대졸) 0.042 -0.266 0.098 0.534
나이 -0.079** -0.123** -0.062 -0.017
일자리 0.758*** 1.654*** -0.318 1.500***

부의 특성

학력1(고졸) -0.517** -0.492 -0.773* -0.258
학력2(전문대졸) -0.079 0.475 -0.449 -0.651
나이 -0.043 -0.044 0.005 -0.139**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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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 시사점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3-19>

와 같다. 체 으로 소득 련변수의 경우 재 가계소득보다 자산규모

가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   

총 자녀수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애 총 출산 자녀수는 늘어나고 향후 추가자

녀 출산 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 총 출산 자녀수

가 변수의 특성상 재자녀수에 의해서 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모의 교육수 은 생애 총 자녀수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향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향후 추가출산 의향에는 부의 교육수 이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특이한 사항은 생애 총 자녀수에는 모의 취업이 부정 인 

향을 미쳤으나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도에는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이는 재 취업모 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비 취업모 가구에 

비해서 지만 재 자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취업모 가구의 추가자녀 

출산의도가 높다는 것은 취업모 가구가 출산을 잠정보류 한 상황으로 

향후 잠재  추가 출산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취업모 가구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층의 경우 동일계층 안에서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도와 비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도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층의 경우 모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출산‧ 양

육에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어서 계층내에서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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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출산행태 분석 결과 계층별 비교

구 분

전체 하층 중층 상층

생애 

자녀수

추가출

산의도

생애 

자녀수

추가출

산의도

생애자

녀수

추가출

산의도

생애 

자녀수

추가출

산의도

가구

특성

주관적경제상태 좋음 - + - + - + - -
주관적경제상태 보통 - + + + - + - -
금융자산 + +** -*** + + + + +*
유형자산 + +* + + + + + +
총소득 + - + - - - - -
주택소유 + + - + + + + +
주거유형1(단독주택) +*** - + - + - +** -
주거유형2(기타) - - - - - - + -
결혼기간 +*** -*** +*** -*** +*** -*** +*** -***
총출산자녀수 -*** -*** -*** -***

모의 

특성

학력1(고졸) +** + + + + + +** +
학력2(전문대졸) +* + - - + + +* +
나이 -*** -** -** -** - -** -* -
취업 -** +*** + +*** - - - +***

부의 

특성

학력1(고졸) + -** - -** + -* - -
학력2(전문대졸) - - - - + - - -
나이 - - - - - - + -*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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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득계층별 양육행태 분석

제1절 분석 대상 및 특성

본 장에서는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에 한 양육 행태가 소득계층별

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미취학 자

녀 양육행태분석을 하여 3장과 같이 2차 여성가족 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양육행태는 크게 보육 행태와 교육행태로 나 어 분석하

다. 보육의 경우 크게 가정내보육과 시설 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가정내보육은 유아의 부모, 조부모 등의 가구 구성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친인척,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등이 가정 내에서 행

하는 자녀 돌보기를 포함한다. 시설 보육은 놀이방이나 어린이 집에서의 

돌보기를 지칭한다. 유아 교육은 유치원 교육과 기타 사교육으로 구분

하 는데 사교육은 언어와 수학 등 학교 교과목 심의 교육과 체육, 음

악, 미술, 기타 놀이 등을 포함한 체능 교육을 일컫는다. 

2차 여성가족 패 조사에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체 

2017가구  자녀가 없는 169가구를 제외한 1,848가구이다. 이 가운데 

자녀양육에 해  응답하지 않은 가구와 유아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해 부실하게 응답한 가구를 제외한 1,838가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가구 내 유아 자녀 1명에 한 유아 자녀 

돌보기와 보육  교육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아 자녀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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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그  첫 번째로 조사된 한 자녀를 가구의 표 유아로 

선정하여 가구당 1명의 유아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가구 내 다른 

유아  취학 연령  형제자매 유무와 형제 서열은 분석 상 유아

의 배경 변인으로 고려되었다. 

유아 가구의 소득계층은 3장에서와 동일한 기 으로 소득하  

30%, 소득 상  30%, 그 외 간 소득계층으로 나 어 각각 하층,  

층, 상층으로 구분하 다. 소득계층별 가구분포와 소득수 은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소득 하  30%층의 연간 가구소득은     

약 2,022만원, 층 약 3,311만원, 소득 상  30% 층 5,740만원으로

서 상층의 소득은 하층보다 약 2.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소득계층별 가구 분포-빈도(%) 

소득계층 하위 30% 중층 상위 30%

빈도(%) 551 (29.96%) 715 (38.88%) 573 (31.16%)

연간 소득 평균 (STD) 2022 (462) 3311 (365) 5740 (1726)

분석에 사용된 가구와 연구 상 유아의 특성은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94명으로서, 한 자녀 가구는      

약 25%이고 두 자녀 가구는 약 58% 정도이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75%가 넘는다. 이  유아만 있는 가구가 약 60%이고, 

취학자녀와 더불어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약 40% 정도이다. 유

아 자녀가 1명 있는 가구가 1,091가구로서 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2명인 가구가 683가구, 약 37%, 3명 이상 가구도 64가구, 약 3% 정

도 존재한다. 유아 가구 엄마의 약 32%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

고 있으며 유아 가구에서 취업하지 않은 엄마가 75%로 체의  4분

의 3정도가 업주부이다. 취업한 경우에 엄마의 연간소득은 약 1,556

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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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유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세 이하 아는 약 40%,  

4세 이상 유아의 비 은 약 60%로서 유아의 비 이 보다 높으며, 유

아의 평균연령은 약 3.75세이다. 형제자매가 없는 유아는 약 25%, 

다른 유아 형제자매가 있는 유아는 약 36%, 취학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약 35%를 차지한다. 형제 서열이 첫째인 자녀가 체의      

약 58%이고, 둘째 이상인 유아는 약 41%이다. 

소득계층별로 가구 특성과 유아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표  

4-3). 하층에서 엄마가 취업한 경우는 14.7%에 불과하고 교육수 도 

낮으며 자녀가 3세 이하이거나 외동이 비 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

다. 이와 조 으로 상층에서 엄마의 취업률은 약 43%에 달하고 교육

수 도 높으며 연구 상 자녀는 4세 이상 유아의 비 이 높고, 형제자

매가 있거나 형제서열 둘째 이상의 비 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 으

로 높다. 층에서 엄마의 취업률은 18.3%로 하층보다 약간 높지만 상

층에 비하면 하게 낮고, 다른 유아 형제자매가 있거나 형제서열

이 첫째인 경우가 상층에 비해 그 비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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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구대상자 특성 (N=1,838)

구 분 빈도 %

모 취업
취업 458 24.90
비취업 1380 75.08

모 교육

고졸이하 821 44.67
전문대 434 23.61
대학 이상 583 31.72

영유아 자녀 

1명 1091 59.36
2명 683 37.16
3명 이상 64 3.48

총 자녀

1명 453 24.65
2명 1064 57.89
3명 이상 321 17.46

성별
남자 930 50.60
여자 908 49.40

연령

1세 이하 289 15.72
2세 212 11.53
3세 239 13.00
4세 330 17.95
5세 393 21.38
6세 375 20.40

형제자매 유무

없음 453 24.65
영유아 형제자매 only 656 35.69
취학 형제자매 only 638 34.70
영유아+취학 형제자매 90 4.95

형제 서열
첫째 1070 58.22
둘째 이상 768 41.78

구  분 평균 STD

총 자녀수(명) 1.94 0.69
영유아 자녀수(명) 1.44 0.57
영유아 연령 3.76 1.80
연간 가계소득(만원) 3682 1800
연간 부 소득(만원) 2808 1705
연간 모 소득 (만원) 388 931
  - 취업자(만원)  1556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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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소득계층별 연구대상자 특성 (N=1,838)

소득계층
하 중 상

빈도 (%) 빈도 (%) 빈도 (%)

모 취업
취업 81 (14.73) 131 (18.32) 246 (42.93)
비취업 469 (85.27) 584 (81.68) 327 (57.07)

모 교육

고졸이하 326 (59.27) 331 (46.29) 164 (28.62)
전문대 126 (22.91) 188 (26.29) 120 (20.94)
대학 이상 98 (17.82) 196 (27.41) 289 (50.44)

영유아 

자녀 

1명 323 (58.73) 407 (56.92) 361 (63.00)
2명 203 (36.91) 285 (39.86) 195 (34.03)

3명 이상 24 (4.36) 23 (3.22) 17 (2.97)

총 자녀

1명 269 (48.91) 365 (51.05) 284 (49.56)
2명 174 (31.64) 251 (35.10) 174 (30.37)
3명 이상 107 (19.45) 99 (13.85) 115 (20.07)

성별
남자 269 (48.91) 368 (51.47) 293 (51.13)
여자 281 (51.09) 347 (48.53) 280 (48.87)

연령

1세 이하 101 (18.36) 105 (14.69) 83 (14.49)
2세 86 (15.64) 75 (10.49) 51 (8.90)
3세 77 (14.00) 91 (12.73) 71 (12.39)
4세 96 (17.45) 124 (17.34) 110 (19.20)
5세 97 (17.64) 168 (23.50) 128 (22.34)

6세 93 (16.91) 152 (21.26) 130 (22.69)

형제

자매

유무

없음 170 (30.91) 161 (22.52) 122 (21.29)
영유아  227 (41.27) 308 (43.08) 212 (37.00)
취학형제만 153 (27.82) 246 (34.41) 239 (41.71)

형제 서열
첫째 352 (64.00) 422 (59.02) 296 (51.66)
둘째 이상 198 (36.00) 293 (40.98) 277 (48.34)

구  분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총 자녀수(명) 1.91 (0.76) 1.92 (0.62) 2.01 (0.70)
영유아 자녀수(명) 1.46 (0.59) 1.46 (0.56) 1.40 (0.55)
영유아 연령 3.48 (1.80) 3.84 (1.80) 3.91 (1.77)
연간가계소득(만원) 2023 (462) 3311 (365) 5740 (1726)
연간 부 소득(만원) 1528 (927) 2740 (1068) 4123 (1943)
연간 모 소득 (만원) 105 (352) 173 (461) 927 (1405)
  - 취업자(만원)  712 (642) 943 (661) 2160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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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내보육에서 유아 엄마 이외에  

 다른 가구원의 유아 보육 참여율은 조하다. 아버지가 자녀보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의 약 12.67%이고, 이외에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가족과 친지가 돌보는 경우는 6.74%, 베이비시터 등 가사도

우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0.65%에 불과하다. 

체 유아 가구의 약 36%는 어린이집, 약 32.46%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사교육을 하는 비율은 약 20.77%로 나타났다. 유아의 

주당 총 보육  교육 시간은 평균 약 69시간이고, 엄마가 돌보는 경우 

엄마의 보육 시간은 약 43시간, 아빠가 돌 에 참여할 경우 아빠의   

보육시간은 약 19시간이다. 부모 이외에 가족이나 친지, 고용인의 도움

을 받는 경우 이들의 주당 평균 보육시간은 3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평균 이용 시간은 주당 약 34시간이고, 유치원

에 다니는 경우 약 31시간을 보낸다.   

유아 보육  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는 약 25%이며 

이 가구를 제외하고 지출이 있는 가구 평균의 평균 보육  교육비   

지출은 약 2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 가구 소득의 약 9%를  

차지한다. 세부 으로 가족  친지 지불 비용은 월평균 약 49만원,  

베이비시터 등의 도우미 비용은 약 74만원, 어린이집 약 20만원, 유치

원 약 23만원, 사교육비 약 1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당 지불 비용은 친인척, 고용인 6995원, 어린이집 1500원, 유치원 

1940원, 사교육 9257원으로서 사교육, 고용인, 유치원, 어린이집 순으

로 비용 수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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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영유아 보육시간 및 교육비용 현황

빈도

(%)

주당 시간 월 비용 (만원)

전체 

평균 시간

이용자 

평균 시간

전체 

평균 비용

이용자 

평균 비용
보육

모
1743

(94.78)
41.11

(30.68)
43.45

(29.89) - -

부
 233

(12.67)
2.40

(8.85)
19.03

(17.49) - -

가족/친지
  124
(6.74)

2.23
(10.65)

32.06
(26.01)

2.85
(13.64)

46.84
(31.59)

고용인   12(0.65) 0.21
(3.30)

34.45
(26.49)

0.40
(5.77)

74.20
(26.54)

어린이집
664

(36.11)
12.12

(16.75)
33.67
(7.33)

6.68
(11.25)

19.50
(10.92)

교육 

유치원
597

(32.46)
9.91

(14.82)
30.70
(6.48)

7.21
(12.95)

22.80
(13.23)

사교육
382

(20.77)
1.31

(3.93)
3.22

(3.99)
3.07

(8.25)
10.47

(15.05)

전체 - 69.27
(31.33)

69.27
(31.33)

20.23
(22.53)

27.13
(22.22)

제2절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분석

  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률

소득계층과 엄마의 취업여부, 유아 자녀 연령과 형제자매 계별로 

이용하는 보육  교육 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표 4-5>에 제시되었다. 

어린이집은 소득하  30% 유아 가구의 약 41%가 이용하고 있어서 

33-34%의 이용률을 보이는 층과 상  30% 가구에 비해 높지만,  

유치원 이용률은 약 22%로서 상층 이용률 37%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분포를 보인 것은 소득 하  30% 계층은 어린이집 수요가   

있는 3세 이하 아가 상 으로 보다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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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과 직 인 련이  

있는 유아 자녀 연령과 다른 변수들의 향을 통제하고 소득계층별 

차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은 취업 엄마 가구에서 비취업 엄마 가구보다 이용률이   

높고, 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약 46%로 높으며, 

취학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률이 약 41%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2세 아의   

약 34%가, 3세에는 약 51%가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고, 4세 이후  

유아의 약 40%는 어린이집에, 약 50%는 유치원에 다니며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약 29%에 이른다. 4세 이상 유아의 약 90%가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유아에 한 시설 보육  교육은 보편

으로 소비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5〉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자 분포-빈도(%)

친지/고용인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소득 

 하    23 (4.18) 228 (41.45) 121 (22.00)  70 (12.73) 
 중    30 (4.20) 244 (34.13) 262 (36.64) 157 (21.96) 
 상    75 (13.09) 192 (33.51) 214 (37.35) 155 (27.05) 
모취업

 취업 94 (20.52) 205 (44.76) 159 (34.72)  91 (19.87) 
 비취업 34 (2.46) 459 (33.26) 438 (31.74) 291 (21.09) 
성별

 남자 55 (5.91) 335 (36.02) 317 (34.09) 194 (20.86) 
 여자 73 (8.04) 329 (36.23) 280 (30.84) 188 (20.70) 
자녀연령

 1세이하 38 (13.15)  32 (11.07)   5 (1.73)  13 (4.50)
 2세 23 (10.85)  72 (33.96)   8 (3.77)  21 (9.91)
 3세 8 (3.35) 123 (51.46)  32 (13.39)  35 (14.64) 
 4세 14 (4.24) 178 (53.94) 114 (34.55)  69 (20.91) 
 5세 22 (5.60) 152 (38.68) 213 (54.20) 110 (27.99) 
 6세 23 (6.13) 107 (16.11) 225 (60.00) 134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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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자 분포-빈도(%) (계속)

친지/고용인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형제유무

 없음  54 (11.92) 121 (26.71)  59 (13.02)  73 (16.11) 
 영유아 45 (6.02) 343 (45.92) 274 (36.68) 188 (25.17) 
 취학형 29 (4.55) 200 (31.35) 264 (41.38) 121 (18.97) 
형제서열

 첫째 90 (8.41) 413 (38.60) 283 (26.45) 233 (21.78) 
 둘째이상 38 (4.95) 251 (32.68) 314 (40.89) 149 (19.40)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세 이후에도 하층은 어린이집 이용률이 

50%, 상층은 유치원 이용률이 54% 이상으로서 소득계층별로 주로 

이용하는 보육  교육서비스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4-6〉 4세 이상 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빈도(%)

구 분 하위 30% 중층 상위 30%

어린이집 143 (50.00%) 172 (38.74%) 122 (33.15%)

유치원 108 (37.76%) 245 (55.18%) 199 (54.08%)

<표 4-5>에서 보여지듯이 소득계층 상층의 약 13%는 친지와 고용인

에 의한 가정내보육을 이용하여 하층과 층의 약 4%  이용율과 비교

하면 친지와 고용인에 의한 가정내보육 이용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

다. 가정내보육서비스는 엄마가 취업한 가구의 약 21%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2세 이하의 아를 둔 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

정내보육서비스는 상층 취업모 가정에서 2세 이하 아 자녀를 돌보는

데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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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육 및 교육 유형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을 어떤 조합으로 이용하는지, 즉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유형은 6가지로 나타났다(표 4-7). 시설 서비스와 사

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보육만 하는 가구는 체의 약 25.4%이며, 

소득하  30% 계층에서 그 비 이 31.8%로 가장 높고,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 은 감소하여 상층에서는 약 20.5%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각 소득계층 내  2세 이하 아의 비율과 비슷한 수 이다.  

가정내보육과 더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30.6%를 

차지하는데, 하층에서의 비율은 36.9%로 평균보다 약 7% 포인트 정도 

높고, 상층은 27%로서 평균보다 약 3.6% 포인트 정도 낮다. 가정내 

보육과 더불어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약 23.2%인데, 하층에서는 

약 18.6%로 평균보다 낮고 상층은 약 25%로 평균보다 높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다른 사교육을 하는 가구는 약 14.6%를   

차지하는데 높은 소득계층에서 그 비율이 보다 크다. 

〈표 4-7〉 소득계층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유형분포-빈도(%)

전체 하 중 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정내보육 only 465 25.4 174 31.8 174 24.4 117 20.5
 +어린이집 560 30.6 202 36.9 204 28.6 154 27.0
 +유치원 425 23.2 102 18.6 178 25.0 145 25.4
 +사교육 114  6.2  27  4.9  36  5.1  51  8.9
 +어린이집+사교육  99  5.4  25  4.5  38  5.3  36  6.3
 +유치원+사교육 169  9.2  18  3.3  83 11.6  68 11.9

전체 1832 100 548 100 713 100 5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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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육 유형의 선택은 소득계층별로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표 4-8). 가정내보육 only는 주로 비취업모 가구일 

경우 선택이 용이하기 때문에 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그 수가 매우 다. 

비취업모 가구 에서 가정내 보육 only 유형은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선택 비율이 감소(하층 34.7%, 층 27.2%, 상층 23.6%)한다. 그러나 

취업모 가구의 경우 상층에서 그 비 이 가장 높고(16.3%) 층에서 

가장 낮으며(11.6%), 하층에서 가정내 보육 only를 선택한 경우는 

하층 12가구, 층 15가구로 그야말로 극소수이다. 이는 가정내 보육의 

경우 친지 가족이외 사  베이비 시터를 고용할 경우 경제  부담이 크

기 때문에 취업모 가구의 경우 소득수 이 낮은 계층에서 가정내보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비용이 큰 가정내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로 하는 보육  교육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엄마의 소득이 양육비용보다 높거나 가계에 경제 인 

여유가 있어야 엄마의 취업이 가능한데, 하층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기 어려워 엄마가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 으로 

많을 것으로 상된다. 가정내보육과 어린이집 이용은 취업엄마 가구에

서 이용률이 보다 높고,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구에서 모두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일 되게 감소한다. 가정내보육과 유치원 이용은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나 취업모 가구에서는 층이 하층과 상층보다 높은데, 상층에

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교육을 추가한 비율이 보다 높기 때문이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교육을 추가시킨 유형은 취업모 가구 보

다는 비취업모가구에서, 특히 상층의 비취업모 가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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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유형분포-빈도(%)

빈도
전체 하위 30% 중층 상위 30%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가정내보육 only 67 298 12 162 15 159 40 77
 +어린이집 178 382 44 158 52 152 82 72
 +유치원 119 306 17 85 41 137 61 84
 +사교육 29 85 3 24 6 30 20 31
 +어린이집+사교육 24 75 2 23 4 34 18 18
 +유치원+사교육 38 131 3 15 11 72 24 44

전체 455 1377 81 467 129 584 245 326

백분율(%)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가정내보육 only 14.7 28.9 14.8 34.7 11.6 27.2 16.3 23.6
 +어린이집 39.1 27.7 54.3 33.8 40.3 26.0 33.5 22.1
 +유치원 26.2 22.2 21.0 18.2 31.8 23.5 24.9 25.8
 +사교육 6.4 6.2 3.7 5.1 4.7 5.1 8.1 9.5
 +어린이집+사교육 5.3 5.5 2.5 4.9 3.1 5.8 7.4 5.5
 +유치원+사교육 8.3 9.5 3.7 3.2 8.5 12.3 9.8 13.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보육  교육 유형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엄마의 취업률과 

자녀 연령 분포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향을 통제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한 결과가 <표 4-9>에 나타나 있다. 회귀계수는 가정내 보육만

을 하고 시설 보육이나 교육, 사교육을 하지 않을(기 집단) 확률 비 

각 유형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분석결과

에 따르면 보육  교육 시설과 사교육 이용에 엄마의 취업, 자녀연령. 

유아 형제자매는 양의 효과를 가구원수는 부의 효과를 나타낸다. 소

득하  30% 계층은 가정내보육과 더불어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유치원이나 사교육이 포함된 다른 모든 유형 선택에 

해 회귀계수가 마이 스로 유의하다. 즉 소득 하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유치원과 사교육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린이집이 리 보 되고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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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계층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비

용 부담이 보다 큰 유치원과 사교육 교육서비스에 한 근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4-9〉 보육 및 교육 유형 다항로짓분석 결과 (준거집단: 가정내보육 only)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어린이집 

+사교육

 +유치원 

+사교육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소득 하 0.10 -0.57* -0.84** -0.78* -1.63***
     중 0.05 -0.11 -0.63* -0.40 -0.23
모 취업 1.53*** 1.09*** 0.74* 0.87** 0.54
모 학력 전문대 -0.15 -0.04 0.30 0.09 0.04
     대학이상 -0.25 -0.21 0.41 -0.19 0.40
가구원수 -0.30* -0.35* -0.36* -0.60** -1.15***
자녀성별-남자 0.09 0.12 0.01 0.06 0.05
자녀 연령 0.98*** 1.59*** 1.13*** 1.47*** 1.99***
자녀서열-첫째 0.65 0.30 0.55 0.21 0.22
영유아형제 있음 1.24*** 1.05** 0.17 1.07* 1.53***
취학형제 있음 0.67 0.78 -0.02 -0.08 0.43
상수 -2.69*** -4.90*** -3.43*** -4.12*** -4.45***

Log-likelihood=-2256.7,  Chi-squared=1347***, Pseudo R2=0.23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3. 보육 및 교육 시간

유아 자녀는 매 순간 양육자가 지켜보며 돌 야 하기 때문에 양육

에 있어서 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 까지 유아 자녀

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보육  교육 방식에 어떻게 시간배분을 하는

가에 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유

아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 양과 가정내보육과 시설보육, 교육으로의 

양육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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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육 및 교육 시간

<표 4-10>에 각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포함한 

체 표본의 평균 양육시간이 제시되었다. 

〈표 4-10〉 주당 보육 및 교육 시간-전체 평균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시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소득 하  45.38 13.59  6.78 0.47 66.22
     중  46.24 11.34 11.03 1.27 69.87
     상  46.21 11.55 11.53 2.16 71.45
 모 취업 41.40 16.78 11.45 1.64 71.27
  비취업 47.49 10.52  9.40 1.20 68.61
 성별 남자 44.75 12.02 10.20 1.36 68.32
     여자 47.23 12.14  9.62 1.25 70.24
자녀연령

 1세이하 63.94 4.19  0.54 0.23 68.90
 2세 59.61 11.46  1.27 0.29 72.63
 3세 48.03 16.99  4.27 0.82 70.11
 4세 40.33 17.62 10.87 1.07 69.89
 5세 39.63 13.04 16.14 1.65 70.47
 6세 34.72  9.49 18.26 2.87 65.33
형제유무

 없음 56.91  9.01 4.08 0.85 70.85
 영유아 43.16 15.48 11.24 1.51 71.39
 취학형  41.50 10.28 12.51 1.39 65.67
형제서열

 첫째 49.28 13.01  8.10 1.26 71.65
 둘째이상 41.37 10.78 12.44 1.37 65.96

모든 가구에서 가정내 보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내보육과    

총양육시간은 실제 보육 시간을 그 로 반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은 비이용자의 이용시간을 0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이므로 실의  

 이용시간을 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계층, 엄마 취업 여부, 연령 

등 가구 특성과 유아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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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한다.  

소득 하  30%계층의 유아 자녀에 한 주당 총 보육시간은 약 66

시간으로서 상층 약 71시간보다 5시간 정도, 층 약 70시간보다 4시간 

정도 다. 소득 하  30%계층에서는 3세 이하 유아 자녀가 다른 소

득계층에 비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가정내보육 시간에 한 수요가 

상층에 비해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내보육 시간 역시 층보다 일주

일에 약 0.86시간, 상충보다 약 0.83시간 정도 다. 어린이집에서 보내

는 시간이 상층보다 길게 나타나 어린이집에의 보육 의존도가 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은 상층보다 작다. 

층은 기본 인 가정내보육과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 교육 시간은 

상층과 비슷한 수 이다. 상층에서는 사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냄

으로써 총 양육시간이 다른 계층보다 높다.   

엄마가 취업한 가구에서 유아 자녀에 한 총 양육시간은 주당  

약 71시간으로서 비취업 엄마 가구의 약 69시간보다 2시간 정도 길게 

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엄마가 취업하면 가정내보육 시간이 

어 든 만큼 어린이집 시간이 증가하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이용 시간을 살펴

보면(표 4-11)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주당 약 33시간 내외, 유치원은 약 

30시간 내외로 거의 모든 집단에서 동소이하다. 다만 엄마가 취업한 

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엄마가 취업하지  않은 

유아보다 어린이집은 주당 약 5.7시간, 유치원은 약 3.37시간 정도 

길고, 1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소수이나(32가구) 주

당 시간이 약 38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은 상층 평

균 약 8시간, 층 약 6시간, 하층 약 3.7시간으로서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이용시간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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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주당 보육 및 교육 시간-이용자 평균(STD)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소득

 하 32.92 (6.32) 31.07 (6.45) 3.69 (3.26)
 중 33.36 (7.38) 30.32 (6.20) 5.91 (5.53)
 상 34.48 (7.68) 31.03 (6.88) 8.02 (8.01)
모취업

 취업 37.49 (7.74) 33.20 (7.26) 8.33 (8.26)
 비취업 31.76 (6.08) 29.83 (5.96) 5.74 (5.80)
성별

 남자 33.36 (6.96) 30.21 (6.55) 6.62 (6.61)
 여자 33.72 (7.33) 31.30 (6.41) 6.09 (6.50)
자녀연령

 1세이하 37.88 (7.95) 31.00 (7.42) 5.15 (11.28)
 2세 33.74 (7.89) 33.75 (5.18) 2.90 (4.12)
 3세 33.02 (6.75) 31.88 (6.93) 5.79 (6.39)
 4세 32.85 (7.16) 31.46 (6.71) 5.21 (6.39)
 5세 33.95 (6.99) 30.20 (6.81) 6.01 (6.54)
 6세 33.24 (6.66) 30.56 (6.03) 8.02 (6.08)
형제유무

 없음 33.74 (7.49) 32.40 (7.31) 5.29 (5.72)
 영유아 33.80 (7.36) 30.64 (6.17) 6.11 (6.78)
 취학형  32.94 (6.54) 30.45 (6.63) 7.39 (6.59)
형제서열

 첫째 33.78 (7.41) 30.84 (6.39) 5.87 (6.49)
 둘째이상 33.12 (6.68) 30.63 (6.61) 7.12 (6.61)

다른 변수들의 향을 통제하고 소득계층이 보육  교육시간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각 보육  교육 서비스에 보내는 주당   

시간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가정내보육과 총

양육시간은 OLS 회귀분석을, 비이용자의 시간이 0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은 Tobit 분석을 실행한 결과가  

<표 4-12>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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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주당 보육 및 교육 시간 회귀분석 결과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시간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소득 하 -0.16** 1.00** -1.06*** -1.53*** -0.13**
     중 -0.07 0.22 -0.04 -0.72** -0.04
모 취업 -0.13* 1.54*** -0.25 -0.40 0.03
모 학력 전문대 -0.06 -0.28 0.05 0.44 -0.04
     대학이상 0.01 -0.46 0.07 1.04*** -0.06
가구원수 -0.02 -0.10 -0.32* -0.56** -0.06**
자녀성별-남자 -0.02 -0.00 0.04 -0.11 -0.02
자녀 연령 -0.13*** 0.14* 1.45*** 0.89*** 0.01
자녀서열-첫째 0.14 0.68 -0.46 -0.21 0.03
영유아형제 있음 -0.00 1.93*** 0.68 -0.07 0.11*
취학형제 있음 0.02 1.01 0.60 -0.50 0.01
상수 4.06*** -3.23*** -5.72*** -3.40*** 4.33***
R2/Pseudo R2 0.072 0.022 0.123 0.108 0.018
Log-likelihood - -2488.4 -2064.7 -1085.7 -
LR-test X2 - 113.5*** 580.1*** 262.4*** -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하  30%계층은 상층보다 가정내보

육시간,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 그리고 총양육시간이 유의하게 작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유의하게 크다. 하층에서는 가정내보육  

시간을 이고 신 어린이집 시간을 늘리는데 이처럼 하층에서 어린이

집으로의 보육 체는 정부로부터 보육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할 

것을 보인다. 이처럼 하층의 유아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은 높지만 유치원과 사교육의 교육시간은 상층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어서 교육 측면에서 양육 환경이 상 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층은 가정내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 총양육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사교육 시간은 상충보다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

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 가정내보육 시간은 유의하게 고, 어린이집 시

간이 증가하 으며, 유아 형제가 있으면 어린이집 시간과 총양육시간

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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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유아 보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소득계층 하층에서는 어린이집

으로 가정내보육 시간을 체할 수 있고, 둘째,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함으로써 가정내보육을 체할 수 있으며, 셋째, 돌 을 

필요로 하는 다른 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냄

으로써 가정의 부육부담을 경감시키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보육 및 교육 시간 배분

총양육시간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이 차지하

는 비 을 분석한 결과가 <표 4-13>, <표 4-14>, <표 4-15>에 제시되

었다. <표 4-13>에는 체 가구의 시간배분, <표 4-14>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이용자의 시간 배분, <표 4-15>는 각 보육  교육  

유형에 배분된 시간에 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소득계층별

로 가구 특성과 유아 자녀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아 양육 

시간 배분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차이를 고찰하기 해서는 이러한 변수

들을 통제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유아를 모두 포함하

여 산출한 시간배분 체 평균은 실제 양육시간 배분을 나타내는 실

인 수치는 아니지만 소득계층  다른 분류기 에 따른 집단들 사이

의 시간배분의 차이를 악하는 데 유용하다. <표 4-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층은 가정내보육에 보내는 인 시간은 상층보다 작

음에도 불구하고 체 양육시간  가정내보육이 차지하는 비 은 보다 

높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배분 비율은 상층에 비해 높고, 유치

원과 사교육에 보내는 시간 배분 비율은 보다 낮다. 하층에서는 보육 

시간 비 은 상층보다 크고 교육 시간 비 은 작은데, 하층에서 총보

육시간은 다른 소득계층보다 작을 뿐 아니라 가정내보육시간을 많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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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3세 이하 아의 수가 많다는 도 이러한 결과에 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4-13〉 보육 및 교육 시간 배분(%)-전체 평균(STD)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소득

 하 65.11 (30.74) 21.53 (28.99) 12.36 (25.41) 1.00 (4.02)
 중 62.02 (29.22) 17.41 (27.29) 18.22 (27.14) 2.35 (7.54)
 상 61.09 (27.98) 16.72 (26.20) 18.04 (26.41) 4.16 (11.46)
모취업

 취업 55.11 (27.02) 23.65 (29.61) 17.88 (27.31) 3.36 (10.66)
 비취업 65.16 (29.66) 16.69 (26.61) 15.92 (26.25) 2.22 (7.37)
성별

 남자 62.01 (28.93) 18.70 (27.89) 16.62 (26.12) 2.67 (8.81)
 여자 63.32 (29.75) 18.14 (27.19) 16.20 (26.94) 2.34 (7.79)
자녀연령

 1세이하 92.77 (19.28) 5.75 (17.49) - - 0.61 (5.26)
 2세 80.42 (27.59) 16.78 (26.72) - - 0.72 (3.90)
 3세 65.50 (29.52) 25.71 (29.24) 7.25 (20.05) 1.54 (5.74)
 4세 53.02 (25.40) 27.36 (30.07) 17.36 (26.94) 2.25 (8.47)
 5세 51.46 (22.91) 19.89 (28.25) 25.86 (28.30) 2.80 (8.28)
 6세 47.81 (22.82) 15.08 (25.86) 31.58 (30.42) 5.52 (11.84)
형제유무

 없음 78.19 (28.72) 13.40 (24.62) 6.49 (18.58) 1.92 (7.60)
 영유아 56.04 (26.43) 23.55 (29.25) 17.74 (26.31) 2.68 (8.18)
 취학형  59.37 (29.08) 15.99 (26.48) 21.91 (29.51) 2.73 (8.95)
형제서열

 첫째 65.46 (29.08) 19.47 (27.72) 12.63 (23.50) 2.45 (8.15)
 둘째이상 58.75 (29.27) 16.97 (27.25) 21.68 (29.45) 2.60 (8.57)

유아 자녀양육 시간배분은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 가정내보육시간에 할애하는 비

은 체 양육시간의 약 55%로 낮으며, 신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

육 시간 배분 모두 비취업 엄마 가구보다 크다. 특히 유치원과 사교육

보다는 어린이집에 한 시간 배분이 비취업 엄마 가구보다 크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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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한 가구에서는 가정내보육 시간을 시설 보육  교육으로 체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으로의 체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표 4-14〉 보육 및 교육 시간 배분(%)-이용자 평균(STD)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소득

 하 52.16 (20.88) 56.65 (21.21) 7.86 (8.60)
 중 51.21 (21.42) 50.12 (20.64) 10.90 (13.08)
 상 49.90 (19.80) 48.52 (19.90) 15.46 (17.74)
모취업

 취업 52.83 (20.36) 51.83 (19.99) 17.11 (18.58)
 비취업 50.41 (20.92) 50.52 (20.93) 10.66 (13.08)
성별

 남자 51.91 (20.84) 49.22 (20.39) 13.00 (15.65)
 여자 50.38 (20.70) 52.72 (20.88) 11.37 (13.89)
자녀연령

 1세이하 51.90 (19.18) - - 13.55 (21.80)
 2세 49.40 (22.08) - - 7.28 (10.49)
 3세 49.97 (21.11) 54.13 (21.57) 10.82 (11.60)
 4세 51.02 (21.82) 50.27 (21.10) 10.93 (15.99)
 5세 51.77 (20.60) 48.39 (20.17) 10.18 (13.23)
 6세 52.85 (18.53) 52.88 (20.51) 15.46 (15.48)
형제유무

 없음 50.18 (20.53) 51.54 (20.53) 11.91 (15.57)
 영유아 51.43 (20.82) 48.36 (20.16) 10.82 (13.52)
 취학형  51.28 (20.91) 53.34 (21.01) 14.49 (16.04)
형제서열

 첫째 50.56 (20.55) 48.09 (19.95) 11.37 (14.42)
 둘째이상 52.14 (21.13) 53.37 (21.03) 13.47 (15.36)

<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각 시설에서 유아가 보내는 시간은 체 양육시간의 약 반 정도를 

차지한다.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보면 하층에서 시설 이용자의 시설

에서 보내는 시간 비율은 상층 보다 큰데, 특히 하층에서 유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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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경우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으로 체 양육시간의  

약 57%를 차지한다. 

소득계층의 독립 인 향을 악하기 하여 각 보육  교육 시간 

비 에 한 회귀분석을 하 다. 총양육시간에 따라 시간배분에 차이가 

있고, 소득계층별로 총양육시간이 유의하게 다르기 때문에 시간배분  

회귀모형에서는 총양육시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1단계

에서 총양육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의 각 양육 방법별 시간 비  회귀

모형에서 총양육시간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회귀모형 

추정 방법을 용하 다. 가정내보육 시간 비 은 모든 가구에서 찰

되고 있어서 2단계에서 OLS 회귀분석을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

육 시간 비 은 비이용자의 경우 0으로 측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2

단계 Tobit 모형으로 분석하 으며 결과는 <표 4-15>에 제시되었다.

총양육시간, 가구특성과 유아 자녀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면 소득 

계층은 유치원과 사교육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가정내보육과 어린이집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았다. 소득하  30% 계층은 상층에 비해 유치원과 사교육에 배분

되는 시간 비 이 유의하게 작고, 층은 상층에 비해 사교육에 배분되

는 시간 비 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취업과 유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는 가정내보육시간과 어린

이집 시간 배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보육 시

간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량에 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취업

모 가구는 비취업모 가구보다 가정내보육 시간 배분은 감소하고 어린이

집 시간 배분은 증가하며,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 배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 자녀가 있으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가정내보육 시간 배분이 고 어린이집 시간 배분은 증가하며,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 배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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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보육  교육 시간 배분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변수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계수 계수 계수 계수

log(총시간) 52.71 -49.81 -71.89 16.36
 소득 하 6.13 9.92 -22.21* -9.52*
     중 1.72 1.65 -2.40 -4.75*
모 취업 -9.89*** 25.88*** -1.21 -4.22
모 학력 전문대 1.25 -5.23 -0.68 3.81**
     대학이상 5.84* -12.44 -3.37 7.21
가구원수 5.49* -5.42 -9.33 -2.30
자녀성별-남자 0.80 0.17 -2.04 -0.33
자녀 연령 -8.59*** 3.04* 24.06*** 6.16***
자녀서열-첫째 -0.03 8.95 -7.69 0.10
영유아형제 있음 -13.50** 36.09*** 16.95 -3.76
취학형제 있음 -4.01 14.33 10.03 -4.88
상수 -139.19 165.99 215.82 -96.23

Wald Test X2 359.73*** 84.25*** 298.47*** 151.89***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다. 총양육시간과 시간 배분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정내보육, 시설보육, 유치원  사교육

에 한 시간 배분이 소득계층, 유아의 연령, 유아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유아 자녀 연령과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른 소득계층별 양육시간과 시간배분을 세부 으로 살펴보았다.

자녀연령별로(5세까지) 자녀에 한 총보육/교육시간은 비슷하고,   

시간배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데 3세 이하 아기에는 주로 가정내

보육이 이루어지고 4세 이후부터는 가정내보육 시간을 이고 시설   

보육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유아의 

연령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했을 때 다른 유아 형제자매

가 있으면 시설 보육  교육, 사교육 시간 배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계층, 특히 하층에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배분이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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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상층에서는 유치원 시간 배분도 평균보다 높아진다. 유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두 명이상의 유아 자녀를 돌보는 가정내보육 

부담을 이기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특히 층과 소득하  30%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하여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소득계층별, 연령별 자녀 보육 및 양육시간 배분 

구 분 하위 30% 중층 상위30% 전체

3세 이하

가정내보육
80.02 

(28.80)
83.12

(25.87)
77.37 

(28.83)
62.66 

(29.34)

어린이집
17.02 

(27.75)
12.43 

(23.31)
17.08 

(26.38)
18.43 
(27.54

유치원
2.61 

(12.39)
3.47 

(14.34
3.89 

(15.37)
16.41 

(26.52)

사교육
0.35 

(2.25)
0.97 

(4.75)
1.66 

(7.53)
2.51 

(8.32)

4세 이상

가정내보육
51.35 

(25.66)
49.13 

(23.02)
52.02 

(22.97)
62.66 

(29.34)

어린이집
25.69 

(29.52)
20.44 

(29.07)
16.52 

(26.14)
18.43 

(27.54)

유치원
21.36 

(30.55)
27.23 

(29.11)
25.92 

(27.96)
16.41 

(26.52)

사교육
1.60 

(5.07)
3.19 

(8.71)
5.54 

(12.95)
2.51 

(8.32)

〈표 4-17〉 영유아형제 자매가 있는 자녀의 양육시간 배분 (%)

구 분 하위 30% 중층 상위 30% 전체

가정내보육 57.85 (28.75) 54.66 (25.51) 56.10 (24.67) 62.66 (29.34)

어린이집 27.16 (30.26) 22.88 (29.62) 20.65 (27.28) 18.43 (27.54

유치원 13.91 (26.19) 19.84 (26.64) 18.78 (25.64) 16.41 (26.52)

사교육 1.08 (3.38) 2.62 (7.66) 4.47 (11.53) 2.51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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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육 및 교육비 분석

  1. 보육 및 교육비 지출 수준

6세 이하 유아 자녀의 보육  교육비 부담을 알아보기 하여  

체 평균 비용과 이용자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8>, 

<표 4-19>와 같다. 체 평균은 가계가 실제로 지불하는 액이 아니

고, 유아 가계 특성에 따라 비용 지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집단

별 특성을 악하는 데 유용하다. 

소득계층 하층의 보육  교육비 지출 수 은 상층 지출 수 의   

약 38% 정도에 불과하다. 즉 상층은 하층보다 유아의 보육  교육

비로 하층보다 약 2.6배 정도 지출 수 이 높다. 표본 체 월평균   

수 은 월 약 20만원으로서 하층의 지출 수 (11.7만원)은 평균의    

약 반 정도이고 상층만이 평균 수 을 상회하는, 즉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보육  교육비 지출(약 30.31만원)을 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보면 하층은 주로 어린이 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용이 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크고, 상층은 유치원  

비용이 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크다. 

이외에 보육  교육비 지출은 엄마의 취업 여부와 유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모 가구의 경우 월평균 약 26만원,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5-6세에 이르면 약 25만원을 지출하여 체 평균보다 

지출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비추업모 가구

보다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이 보다 많고 특히 유아가  

시설에 다니기 시작하는 3세 이후부터 가계의 보육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데, 엄마가 취업하면 유아 자녀가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보다 길고,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 뿐 아니라 교육비용이 추가되

기 때문에 지출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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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보육 및 교육비(월평균 만원)-전체 평균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소득 하 1.64  5.59 3.33 1.09 11.66
 중 1.87 6.27 7.65 2.95 18.74
 상 6.54 8.25 10.41 5.10 30.31
모 취업 5.84 9.38 8.07 3.32 26.60
 비취업 2.40 5.79 6.94 2.98 18.11
자녀성별 남 3.22 6.46 7.59 3.14 20.44
 여 3.29 6.91 6.84 2.97 20.01
연령 1세이하 6.43 2.75 0.44 0.47 10.09
 2세 4.42 6.50 0.75 0.94 12.60
 3세 3.77 10.99 3.48 2.22 20.46
 4세 2.46 10.02 7.82 2.90 23.20
 5세 2.28 6.54 12.03 4.06 24.92
 6세 1.57 4.29 12.91 5.90 24.67
형제 없음 6.15 6.25 3.72 2.20 18.32
 영유아 2.14 8.11 8.20 3.62 22.07
 취학형  2.52 5.32 8.56 3.03 19.42
서열 첫째 3.89 7.64 6.64 3.23 21.38
 둘째이상 2.39 5.36 8.03 2.84 18.62

〈표 4-19〉 보육 및 교육비(월평균 만원)-이용자 평균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소득 하 39.26 15.00 15.79 8.60 18.11
 중 47.86 19.15 21.21 13.60 25.00
 상 52.76 24.76 28.67 18.87 36.18
모 취업 46.89 22.50 23.99 16.70 30.61
 비취업 51.02 18.20 22.37 14.24 25.71
연령 1세이하 53.06 25.68 25.20 10.54 38.37
 2세 55.06 21.53 19.75 9.52 26.72
 3세 56.25 22.08 27.73 15.62 29.11
 4세 40.55 19.10 23.47 13.88 25.69
 5세 42.62 17.86 22.41 14.64 26.18
 6세 45.38 16.23 22.20 16.51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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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보육 및 교육비(월평균 만원)-이용자 평균 (계속)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형제 없음 55.70 24.84 28.58 13.85 35.02
 영유아 44.36 18.31 22.84 14.47 25.60
 취학형  44.64 18.34 21.41 15.97 25.34
형제서열

 첫째 51.32 20.53 25.27 14.94 29.37
 둘째이상 44.68 17.73 20.49 14.66 24.19

유아 가구의 실제 지출 비용을 반 하는 이용자의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표 4-19) 이용자의 보육  교육비 지출도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증가하는데 소득 하  30% 계층의 총지출 수 은 상층의  약 

반 수 이다. 층과 상층의 지출 수 을 비교하면 층은 상층보다 한

달 평균 약 9만원 정도 보육  교육비 지출이 다. 층은 상층보다 

모든 지출 항목에서 지출 수 이 낮으며, 어린이집보다는 가정내보육, 

유치원, 사교육 지출에서 층과 상층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하 아가 보육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세 이상 유아보

다 가정내보육비,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출 수 이 보다 높다. 한 엄

마가 취업한 경우 보육  교육비가 엄마가 취업하지  않는 가구보다 

크다. 이처럼 소득계층과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지불 비용

이 다른데, 이용시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단 시간당 가격이 높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인지 악하기 해서는 이용시간을 통제하고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에 한 각각의 비용과 이를 모

두 합한 총비용을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20>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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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주당 보육 및 교육 비용 회귀분석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비용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계수

log(보육/교육시간) -13.04 0.65 2.55 1.78 -3.97
소득 하 -5.30** -0.47* -0.15 -0.42 -1.56***
    중 -4.13*** -0.29* -0.17 -0.18 -0.72**
모 취업 0.27 0.12 -0.09 -0.55** 0.56**
모 학력 전문대 -1.75 0.01 0.08 0.16 -0.10
     대학이상 0.90 0.05 0.25* 0.24 -0.03
가구원수 -0.75 -0.13 -0.15 -0.32* -0.56**
자녀성별-남자 0.35 -0.07 0.04 -0.08 -0.04
자녀 연령 -2.27* 0.00 -0.40 0.22 0.57***
자녀서열-첫째 2.11 0.50* 0.60* 0.25 0.53
영유아형제 있음 -0.66 0.52 0.10 0.22 1.02**
취학형제 있음 -0.18 0.46 0.34 -0.01 0.53
상수 48.28 -1.23** -1.74*** -1.39* 18.19

Model Test
Wald X2

24.00* 123.40*** 429.88*** 202.62*** 263.08***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시간을 통제하기 하여 1단계에서 각 보

육  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 이 추정치를 독

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하 는데, 체 표본의   

약 25% 정도가 양육비 지출을  하지 않아서 비용이 0으로 측되

기 때문에 2단계 Tobit 모형을 용하 다. 

총양육비 지출은 이용시간을 통제해도 상층에 비해 하층과 층의 지

출 수 은 유의하게 낮으며, 특히 가정내보육료와 어린이집 이용료 지

출이 상층보다 유의하게 낮다. 하층과 층에서 어린이집 비용이 낮은 

것은 정부의 지원에 따른 향과 상층보다 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계층 이외에 양육비지출에 향

을 미치는 변수는 엄마의 취업여부, 자녀연령, 유아 형제자매 유무, 

가구원수로 나타났는데 엄마가 취업하면 유아 보육  교육비가 유의

하게 증가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유의하게 감소하 고, 이외에 자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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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증가할수록, 다른 유가 형제자매가 있으면 총비용이 증가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감소하 다. 

  2. 시간당 비용과 서비스 이용 시간

보육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에 4주를 곱하여 월간 이용 시간

을 산출하고 이를 월간 지불 액으로 나 어 보육  교육 서비스 시

간당 비용을 산출하 다(표 4-21). 시간 당 비용은 사교육 서비스가    

 약 9,000원으로 가장 높고, 가정내보육 약 7,000원, 유치원 약 1,900

원, 어린이집 약 1,500원 순으로 어린이집 보육 비용이 가장 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가정내보육 시간 당 비용은 약 

4,650원으로서 비취업모 가구의 친지와 고용인의 가정내보육 서비스에 

지불한 시간당 비용보다 낮은 액을 지불하 다. 사교육비는 비취업 

엄마가 취업한 엄마보다 비용이 높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21〉 시간 당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비용 

(단위: 원)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소득

 하 6,993 (7,927) 1,186 (687) 1,347 (867) 9,461 (7,093)
 중 10,319 (11,834) 1,508 (901) 1,830 (1,042) 9,028 (7,108)
 상 5,684 (7,923) 1,876 (911) 2,405 (1,422) 9,391 (7,820)

모취업

 취업 4,650 (5548) 1,551 (927) 1,917 (1,281) 7,597 (6,270)
비취업 9,050 (10,952) 1,500 (864) 1,942 (1,207) 9,780 (7,643)
전체 6,995 (9,086) 1,516 (883) 1,940 (1,226) 9,257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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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당 비용이 각 서비스 이용 시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이용시간을 회귀분석 한 결과가 <표 4-22>에 나타나 있다. 시간

당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에 한하여 정보가 제공되므로 

Heckman two stage 방법을 용하 는데, 1단계에서 서비스 이용 여

부에 한 Probit 분석을 하여 Inverse Mill's ratio(람다)를 산출하고 2

단계에서 이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각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

에 해 OLS 회귀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 시간당 비용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비용을 통제하면, 소득계층 하층과  

층은 상층에 비해 유치원과 사교육의 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이 유의

하게 낮으며, 엄마가 취업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간이 유의하

게  증가한다. 한 형제 서열 첫째의 사교육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시간 회귀분석 (Heckman Two-Step)

독립 변수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log(시간당 비용) -0.10*** (0.01) -0.14*** (0.02) -0.89*** (0.05)
소득 하 0.06 (0.06) -0.13* (0.07) -0.46** (0.17)
    중 0.03 (0.04) -0.08* (0.04) -0.26* (0.10)
모 취업 0.34*** (0.09) 0.08* (0.04) -0.02 (0.11)
모 전문대 -0.07 (0.04) -0.01 (0.04) 0.01 (0.10)
 대학이상 -0.10* (0.05) -0.06 (0.04) 0.20 (0.12)
가구원수 -0.02 (0.03) 0.02 (0.03) -0.05 (0.10)
자녀성별-남자 0.00 (0.03) -0.04 (0.03) -0.03 (0.07)
자녀 연령 -0.00 (0.01) 0.01 (0.07) 0.09 (0.09)
자녀서열-첫째 0.04 (0.08) 0.05 (0.06) 0.32* (0.15)
영유아형제 0.22 (0.12) 0.06 (0.06) -0.00 (0.12)
취학형제 0.04 (0.10) 0.06 (0.08) 0.43* (0.19)
람다 0.53 (0.27) 0.13 (0.22) -0.25 (0.38)
상수 2.61*** (0.43) 2.90*** (0.48) 0.93 (0.62)
R2 0.176 0.135 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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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육 및 교육서비스 지출 부담

각 보육  교육 서비스 지출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을 통하여 

가계의 유아 자녀 양육비 부담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표 4-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 으로 상층은 상층에 비해 가정내보육비 부담

이 높고, 하층은 어린이집 지출 부담이 다른 계층 보다 높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 비취업 엄마보다 총지출부담이 높고, 유아 형제자매가 

있거나 형제서열이 첫째일 경우 어린이집 지출 부담이 다른 집단에 비

해 높고 총양육비 지출부담도 7% 로 다소 높다.

〈표 4-23〉 가구소득대비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부담(%)-전체 평균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소득 하    0.89 3.48 1.91 0.66 6.94
    중    0.69 2.28 2.74 1.06 6.76
    상    1.24 1.83 2.26 1.11 6.45
모 취업 1.19 2.91 2.24 0.87 7.21
 비취업 0.83 2.36 2.38 0.99 6.56
연령 1세이하 1.72 0.82 0.15 0.14 2.82
    2세 1.12 2.58 0.27 0.29 4.26
    3세 1.10 3.95 1.15 0.70 6.90
    4세 0.73 3.67 2.55 0.90 7.85
    5세 0.69 2.53 3.91 1.22 8.34
    6세 0.48 1.75 4.15 1.91 8.30
형제유무

 없음 1.66 2.36 1.21 0.72 5.95
 영유아 0.69 3.10 2.71 1.18 7.68
 취학형  0.66 1.89 2.72 0.87 6.14
형제서열

 첫째 1.12 2.90 2.18 1.05 7.24
 둘째이상 0.65 1.94 2.58 0.84 6.00
전 체 0.92 2.50 2.34 0.96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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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가계부담 정도는 <표 4-24>에  

나타나 있다. 하층과 층에서 가족과 친지 혹은 고용인에 의한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계 부담 수 은 하층 약 21%, 층 약 

18%로서 부담 수 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하층에서 어린이집 지출 액은 다른 계층보다 낮지만 가계에 주

는 부담은 약 9.3%로 층의 부담률 약 7%, 상층 약 5.5%에 비해 높

다. 

〈표 4-24〉 가구소득대비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용자 평균

가정내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소득 하 21.25 9.34 9.07 5.19
    중 17.56 6.96 7.59 4.90
    상 9.99 5.48 6.24 4.12
모 취업 9.55 6.97 6.67 4.36
 비취업 17.62 7.42 7.66 4.72
연령 1세이하 14.17 7.62 8.50 3.06
    2세 13.92 8.56 7.09 2.98
    3세 16.41 7.93 9.17 4.91
    4세 12.11 7.00 7.65 4.29
    5세 12.91 6.90 7.27 4.40
    6세 13.97 6.65 7.14 5.35
형제 없음 15.00 9.37 9.30 4.55
 영유아 14.34 7.00 7.55 4.70
 취학형  11.76 6.52 6.80 4.59
형제 서열 첫째 14.74 7.80 8.28 4.84
 둘째이상 12.10 6.41 6.57 4.32

보육  교육비 부담에 한 회귀분석 결과 <표 4-25>에 따르면   

총보육비 부담과 유의한 련이 있는 변수는 엄마 취업, 가구원수,   

자녀서열과 형제자매 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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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가구소득대비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부담 회귀분석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총비용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소득 하 3.42*** -1.35 -2.66*** 0.10
    중 0.93 0.71 -1.01 0.13
모 취업 3.13*** -1.19 -1.87** 1.97***
모 학력 전문대 -0.60 0.33 1.12 -0.55
     대학이상 -0.74 0.72 2.36*** 0.69
가구원수 -0.61 -1.49*** -1.64*** -1.85***
자녀성별-남자 -0.24 0.13 -0.16 0.40
자녀 연령 0.37* 3.71*** 2.13*** -0.01
자녀서열-첫째 2.38* 0.47 0.53 2.01*
영유아형제 있음 4.28*** 1.79 0.28 6.77***
취학형제 있음 2.50 2.60 -0.76 6.05***
상수 -8.27*** -15.01*** -7.43*** 5.91**
Log likelihood 2951.69 -2577.73 -1762.79 -5343.42
LM test X2 77.71*** 118.41***  23.65* 311.16***

주: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 0.1 수준에서 유의 

엄마가 취업하면 보육  교육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에 

주는 지출부담 역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의 향은 회귀

모형에서 자녀서열과 형제 계를 통해 자녀 수가 통제된 효과인데, 가

구원 수의 증가는 양육비 지출 부담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

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아이를 돌   인력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내 가구원에 의한 보육과 교육이 원활하면 양육비 부담이 

어든다. 자녀 서열이 첫째이거나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유아의 양

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는 결국 외동이의 양육비 부담이 유의하게 

작다는 결론으로 함축되는데, 자녀 수가 늘어나면 자녀를 시설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앞 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

녀를 출산하면 첫 자녀에게 보육  교육비 지원을 한다면 가계의 부담

을 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어린이집 비용 부담에 한 회귀분석 결과도 하층의 어린이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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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상층보다 크고, 엄마가 취업한 가계에서 유의하게 크다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자녀와 유가 형제자매가 있는 가계의 어린

이집 비용 부담이 유의하게 크다는 사실로부터 동생이 있는 유아는 

어린이집에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는 앞 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

인 할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계층, 엄마의 취업, 엄마의 학력, 기구원수,  자

녀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하층에서 부

담 수 이 유의하게 낮고, 엄마가 취업한 가계에서도 부담 수 이 낮다. 

반 로 엄마의 학력이 학교 이상의 고학력인 가계에서, 한 자녀 연

령이 증가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 다. 

자녀수를 통제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보육보다는 유치원과 사교

육의 교육을 한 비용 부담 수 이 감소하고 결국 총양육비 부담이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조부모 등의 가구원은 주로 자녀의 보육에

는 기여할 것으로 기 되고 교육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 되지 

않는데, 본 연구 결과는 보육보다는 교육  측면에서 자녀 양육 부담을 

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자녀연령대별 보육 및 교육 실태

이상의 양육행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육  교육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는 소득계층, 엄마의 취업여부, 

그리고 자녀연령으로 악되었다. 특히 2세 이하 자녀에 해서는 가정

보내보육을 심으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3세 이후부터 보육 시설을 이

용하며, 5세 이후에는 유치원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 사교육에 

한 수요가 증가하 다. 이처럼 보육  교육 수요가 연령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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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에 주목하여 자녀 연령 를 1-2세, 3-4세, 5-6세의 세 기로 

구분하여 소득계층과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보육  교육 행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먼  자녀연령 에 따라 엄마의 취업 황을 살펴보면 (표 4-26) 1-2세 

유아 엄마의 취업률은 21.56%(108명), 3-4세 유아 엄마의 취업률

은 22.32%(127명), 5-6세 유아 엄마의 취업률은 29.04%(223명)로서 

유아 자녀 엄마의 취업률은 체 여성 취업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 이고 특히 자녀의 연령 가 어릴 때 더욱 낮다. 취업자의 소득계층 

분포를 보면 1-2세 유아 자녀 취업모의 약 61%가 상층이고 3-4세 

자녀 가구에서는 상층이 약 52.76%를 차지하고, 5-6세 자녀 가구에서

는 상층이 차지하는 비 은 50.67%이다. 즉 취업모 상층 비율이 높

고, 자녀연령이 어린 집단에서 취업자의 다수가 상층임을 알 수 있다.

추가 인 소득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상되는 하층에서 엄마의 취

업률이 낮은 원인으로서 자녀양육비와 련된 경제 인 문제와 자녀를 

한 정한 보육의 질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층, 특히 하층 여성은 

교육수 이 낮고 취업을 해도 기 할 수 있는 임 수 이 높지 않기 때

문에 취업의 경제 인 이 이 상층보다 작다. 

〈표 4-26〉 자녀연령대와 소득계층별 엄마의 취업 분포-빈도(%)

연령대
모 취업 모 비취업

전체
하 중 상 하 중 상

1-2세
18

(22.22)
24

(18.32)
66

(26.83)
169

(36.03)
156

(26.71)
68

(20.08)
501

(27.26)

3-4세
20

(24.69)
40

(30.53)
67

(27.24)
153

(32.62)
175

(29.97)
114

(34.86)
569

(30.96)

5-6세
43

(53.09)
67

(51.15)
113

(45.93)
147

(31.34)
253

(43.32)
145

(44.34)
545

(41.78)

전체
81

(100)
131

(100)
246

(100)
469

(100)
584

(100)
327

(100)
18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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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으로 취업하면 추가 인 소득 비 자녀보육비 부담이 클 것이

며, 정부의 보육비 지원으로 정한 비용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보육의 질이 어린 자녀, 특히 아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 이 아니면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취업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연령 별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정내보육과 시설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에 한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해 유아 자녀 양육

에 있어서 하층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총양육시간과 가정내보육

소득계층에 따라 유아 자녀가 받는 총양육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

러한 차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크고 나이가 들수록 차이는 어든

다. 주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2세 이하 자녀에 한 총양육시간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층에서 가장 길고, 하층보다 층의 양육

시간이 길다.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상태를 비교하기에는 하층에서 2세 이하   

자녀 엄마의 취업자 수는 매우 작지만, <표 4-27>에 제시된 결과를 보

면 2세 이하 자녀의 엄마가 취업을 하면 자녀가 돌 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상층과 층에서도 외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층 취업모 자녀의 가정내보육시간과 총양육

시간은 같은 계층 비취업모 자녀뿐 아니라 하층 비취업모 자녀보다 작

다. 

지니계수를 통해 총양육시간과 가정내보육시간 격차를 살펴보면(표 

4-28), 2세 이하 연령 에서 양육시간 격차가 가장 크고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시간 격차는 감소한다. 2세 이하 자녀의 양육시간 격차, 

특히 가정내보육시간 격차는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보다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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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들 사이에 양육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2세 이하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

층 자녀와 취업모 자녀는 양육 시간 면에서 상 으로 박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7〉 총양육시간과 가정내보육시간

모 취업 모 비취업

하 중 상 하 중 상

2세 이하-평균(STD)

총시간
77.50

(40.74) 
65.08

(27.08)
69.50

(38.20)
69.17

(34.18)
70.88

(33.23)
73.79

(34.56)
평균 69.85 (36.37) 70.65 (33.83)

가정내보육
57.33

(37.27) 
46.67

(25.26)
53.35

(35.32)
62.42

(36.38)
65.47

(34.25)
68.82

(35.84)
평균 52.53 (33.58) 64.74 (35.44)

3-4세-평균(STD)

총시간
64.95

(32.01)
68.68

(25.87)
73.78

(34.58)
64.42

(30.34)
73.37

(31.25)
71.34

(32.20)
평균 70.77 (.1.62) 69.75 (32.36)

가정내보육
29.55

(28.96)
35.03

(23.33)
38.73

(31.38)
39.24

(27.79)
49.31

(32.68)
48.83

(32.84)
평균 36.12 (28.66) 45.70 (31.40)

5-6세-평균(STD)

총시간
64.58

(30.94)
70.81

(29.68)
75.98

(34.12)
63.95

(27.76)
67.23

(27.57)
66.72

(26.98)

평균 72.23 (32.39) 66.21 (27.54)

가정내보육
35.05

(25.20)
36.31

(26.19)
42.12

(30.39)
35.91

(26.13)
36.61

(26.47)
36.94

(24.38)
평균 39.01 (28.29) 36.51 (25.79)

자녀가 3세 정도에 이르면 자녀를 돌볼 시간이 있는 비취업 엄마들

도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내기 때문에 이 연령  이후로는 가정내보

육시간은 감소한다. 3-4세 연령 에서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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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총보육시간 격차가 어드는 정 인 효과가 나타나고, 엄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층과 상층 간 총양육시간의 차이는 없지만, 하층

은 총양육시간이 일주일 평균 약 64시간으로서 상층 비취업 모 가구

에서 70시간 이상의 돌 을 받는 것이 비해 여 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 상층의 돌  시간은 비취업 모 가구와 비슷

하지만 층과 하층에서는 비취업 모 가구의 양육시간 수 에 미치지 

못하여 하층 취업 모 자녀의 양육시간상의 상  박탈문제는 여 히 

존재한다. 하층에서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이 

용이하지만 양육시간 면에서 여 히 열악한 치에 있고, 층 취업 모 

자녀 역시 가정내보육 시간과 총양육간이 같은 계층 비취엄모 자녀에 

비교하면 낮은 수 에 머물고 있어서 취업모 자녀보다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8〉 가정내보육과 총양육 시간 지니계수

구 분 취업 모 비취업 모 연령대 전체

2세 이하
총시간 0.277 0.269 0.271

가정내보육 0.342 0.308 0.319

3-4세
총시간 0.246 0.254 0.253

가정내보육 0.438 0.384 0.398

5-6세
총시간 0.244 0.235 0.239

가정내보육 0.393 0.396 0.395

5-6세 연령 에서는 취업 모 가구와 비취업 모 가구의 총양육시간이 

역 되어서 취업 모 가구의 양육시간이 보다 길다. 비취업 모 가구의 

가정내보육시간도 취업 모 가구 수 으로 감소하여서 취업 모 가구와 

가정내보육 시간 차이가 사라졌고, 총양육시간 격차도 이  연령 보다 

감소하 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구의 가정내보육시간 지니계수는 비슷

한 수 으로서, 이  연령 에서 취업 모 가구 사이의 격차가 보다 큰 

것과 비되는데, 이 연령 에 이르면 양 집단에서 가정내보육 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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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사라짐을 시사한다. 

  2. 시설 보육 및 교육

<표 4-29>는 연령 별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황을 나타낸다. 2세 이하 연령 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육시설 수요는 취업 모 가구에서 클 것으로 기 되는데 2세 이

하 자녀를 둔 경우 엄마의 취업률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취업한 경우

라도 시설 이용자는 많지 않다. 를 들면 상층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모 66명 가운데 약 39.39%(26명)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 모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률

도 매우 낮은데, 보육료가 지원되는 하층에서 약 20.71%(35명)로 다소 

높지만 보육료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소비 남용과 같은 도덕  해이

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 은 아니라고 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2세 이하 자녀를 한 보육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2세 이하 아의 돌 에 시설이 선택받

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인지 밝 지지 않았으나, 원하는 보육 방법을 선

택할 수 있는 경제 인 여력이 있고 자녀를 돌보는 보육서비스 수요가 

큰 상층 취업모 가구에서 주로 가정내보육을 선택하고 어린이집 이용률

이 낮으며,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용부담 없이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하층에서도 이용자의 수가 작게 나타난 결과로 부터 

2세 이하 아를 돌보는데 있어서 시설을 통한 돌 보다는 개별 인 돌

에 한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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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자의 보육 및 교육 실태

모 취업 모 비취업

하 중 상 하 중 상

2세 이하

이용자 빈도(%) 9
(50.00) 

12
(50.00)

26
(39.39)

35
(20.71)

26
(16.67)

9
(13.24)

시간평균

(STD)
40

(6.61)
36.67

(16.83)
38.92

(32.57)
32.34
(6.43)

31.62
(19.19)

33.33
(27.33)

비용평균(만원) 
(STD)

18.33
(9.91)

16.83
(13.32)

32.57
(11.96)

14.26
(10.44)

19.19
(9.67)

27.33
(12.87)

부담률

%평균(STD)
10.83
(5.34)

5.56
(4.19)

6.84
(2.23)

8.44
(7.03)

7.08
(3.58)

6.87
(3.21)

총비용부담율

%평균(STD)
10.83
(5.35)

5.56
(4.19)

8.79
(4.67)

11.60
(13.63)

7.08
(3.58)

8.35
(5.81)

3-4세

이용자 빈도(%) 20
(95.00)

36
(90.00)

59
(88.06)

120
(78.43)

130
(74.29)

82
(71.93)

시간평균

(STD)
37.26
(4.82)

36.94
(20.81)

37.57
(27.46)

31.34
(6.830

31.29
(6.32)

29.23
(5.35)

비용평균(만원) 
(STD)

12.74
(10.78)

20.81
(11.53)

27.45
(12.07)

14.46
(9.04)

20.47
(9.90)

28.52
(12.42)

부담률

%평균(STD)
8.11

(6.52)
7.48

(4.20)
5.42

(2.30)
8.52

(4.96)
7.42

(3.62)
6.59

(3.17)
총비용부담율

%평균(STD)
8.90

(8.11)
8.14

(5.22)
6.98

(5.12)
10.11
(6.86)

9.20
(6.39)

8.43
(5.54)

5-6세

이용자 빈도(%) 38
(88.37)

62
(92.54)

101
(89.38)

128
(87.07)

239
(94.47)

128
(88.28)

시간평균

(STD)
32.45
(8.07)

34.87
(20.40)

34.35
(23.69)

31.30
(6.26)

30.00
(6.30)

29.95
(6.85)

비용평균(만원) 
(STD)

13.37
(10.83)

20.40
(16.61)

23.69
(14.74)

13.73
(8.52)

19.15
(10.58)

25.38
(14.68)

부담률

%평균(STD)
8.53

(6.97)
7.17

(5.62)
5.00

(2.88)
8.37

(5.52)
6.93

(3.73)
5.78

(3.40)
총비용부담율

%평균(STD)
9.92

(7.76)
8.53

(7.05)
6.29

(3.84)
10.15
(9.92)

8.98
(5.92)

8.04
(5.72)

3-4세 자녀 보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률은 취업모 뿐 

아니라 비취업모 가구에서도 매우 높다. 3-4세 자녀를 둔 취업 모 가구

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 으로서 어린이집이 

매우 요한 체  보육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마가 취업

하지 않은 가구에서도 70%가 넘는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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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계층에서 이용률이 높으며,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이용률은 증

가한다. 

비취업 모 가구에서 3-4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일주일에 

약 30시간 이상, 주 5일을 기 으로 하루에 평균 약 6시간 이상을 어

린이집에서 보내는데, 상층에서는 하층에 비해 그 시간이 일주일 평

균 약 1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취업하면 어린이집에

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주 에 하루 평균 약 7-8시간을 어린이집에

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부담을 살펴보면 하층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월평균 비용이 상층보다 작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상층보

다 높아서 가계에 주는 부담은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이 시작되는 5-6세에 이르면 다수의 유아가 시설에 다

님으로써 이용률에 있어서의 소득계층의 차이와 취업 모와 비취업 모 

가구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좁 졌지만, 층이 하층이나 상

층보다 이용률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하층에서 가정

내보육만을 취하는 비 이 높고 상층에서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소득계층별 영유아 자녀 양육 특성과 문제점

본 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소득계층별로 우리나라 가

계의 유아 자녀 양육에 한 특징과 문제 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가정내보육에서 유아 엄마 이외 가구원의 유아 보육 참여율은   

조하다. 아버지가 자녀보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의 약 

12.67%이고, 이외에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가족과 친지가 돌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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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6.74%, 베이비시터 등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0.65%

에 불과하다. 

체 유아 가구의 약 36%는 어린이집, 약 32.46%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사교육을 하는 비율은 약 20.77%로 나타났다. 자녀 연

령별로 2세 아의 약 34%가, 3세에는 약 51%가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고, 4세 이후 유아의 약 40%는 어린이집에, 약 50%는 유치원에 다

니며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약 29%에 이른다. 4세 이상 유아의 약 

9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4세 이후 부터 시설 

보육  교육은 엄마의 취업여부를 막론하고 보편 으로 이용되는 서비

스임이 확인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을 어떤 조합으로 이용하는지, 즉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유형은 5가지로 나타났다. 시설 서비스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보육만 하는 가구는 체의 약 25.4%이며, 주로  

2세 이하 아의 보육에 해당된다. 가정내보육과 더불어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가구는 30.6%로 가장 많고, 가정내보육과 더불어 유치원을 이

용하는 가구는 약 23.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다른 사교

육을 하는 가구는 약 14.6%, 가정내보육과 사교육만을 병행하는 경우

는 약 6.2%를 차지한다.

총양육시간은 일주일 평균 약 70시간 내외로서 유아 자녀를 돌보

는데 하루 약 10시간 정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자녀연령별로(5세까

지) 자녀에 한 총 양육 시간은 비슷하지만, 시간배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3세 이하 아기에는 보육시간의 80% 이상이 가정내보육

으로서 주로 가정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4세 이후부터 가정내보

육 시간 비 이 약 55% 내외로 고 시설 보육  교육 시간은  증가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

용시간은 주당 약 33시간 내외, 유치원은 약 30시간 내외로 일주일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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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유아가 평일 하루 동안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6-7시간에 이른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 유아가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린이집 주당 약 5.7시간, 유치원은 약 3.37시간 정도 

더 길게 나타나 주 5일 기 으로 하루 평균 약 7-8시간을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에서 지낸다.   

보육  양육비 지출 황을 살펴보면,  지출하지 않는 가구는 

약 25%이며 이 가구를 제외하고 지출이 있는 가구 월평균 보육   

교육비 지출은 약 27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가족  친지 지불 

비용은 월평균 약 49만원, 베이비시터 등의 도우미 비용은 약 74만원, 

어린이집 약 20만원, 유치원 약 23만원, 사교육비 약 15만원이었다. 월평

균 비용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큰 데, 2008년 재 하층 약 18만원, 

층 약 25만원, 상층 약 36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

는 하층에서 어린이집 지출 액은 다른 계층보다 낮지만 가계에 주는 

부담은 약 9.3%로 층의 부담률 약 7%, 상층 약 5.5%에 비해 높다. 

시간당 지불 비용은 어린이집 1500원, 유치원 1940원, 사교육 9257

원이며, 어린이집(하층 1186원, 층 1508원, 상층 1876원)과 유치원

(하 1347원,  1830원, 상 2405원)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

다. 사교육 시간당 지불 비용은 차이가 없으며, 각 보육  교육서비스

의 시간당 비용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유아 자녀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과 이용시간, 지출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계층, 엄마의 취업여부, 해당 유아 자녀의 연령, 

유아 형제자매 유무, 그리고 가구원 수로 나타났다.   

소득계층 하층의 유아 자녀의 양육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층 자녀와 비교하여 양육시간 면에서 충분한 돌 을 받지 못

하고 있고, 둘째, 보육에 있어서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으며, 셋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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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치원과 사교육 근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 양

육 환경이 상 으로 결핍되어 있다. 하층의 총양육시간은 주간 평균 

약 66시간으로서 상층 약 71시간보다 5시간 정도, 층 약 70시간보다 

4시간 정도 은데, 가정내보육시간, 유치원, 사교육 시간이 상층보다 

작은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양육시간 면에서의 상  결핍은  연

령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역별로는 4세 이하 유아의 가정내보육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소득계층 하층은 가정내보육과 더불어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유치원이나 사교육이 포함된 다른 모든 유형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하층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

내는 시간은 상층보다 높지만 유치원과 사교육의 교육시간은 상층

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어서 질 으로 상층과 비슷한 수 의 

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지출 면에서 하층은 정

부의 보육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지출 수 은 상층에 비해 낮다. 그

러나 가계부담은 상층 보다 크다. 하층의 유아는 생애의 출발 시

부터 양육의 양과 질 면에서 상층 과 비교하여 결핍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육여건의 차이가 이후 생애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에 해 연구가 필요하다.    

층의 유아 자녀 양육 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면에서 선택이 비교  자유로우나 경제 인 제

약을 다소 받고 있고, 특히 사교육 선택에 있어서 경제 인 제약이 크

다. 둘째, 엄마 취업 여부에 따라 유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크다. 

층은 가정내보육 시간과 총양육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면에

서 상층과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이용시간과 지불 비용 면에서는 상층

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이용시간을 통제하



112

소
득
계
층
별
 출
산
 양
육
 행
태
 분
석
 및
 정
책
방
안

면 층은 상층보다 렴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에 해서

는 비용을 통제하면 상층에 비해 이용 시간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층은 상층과 비교하면 보육  교육 시설 이용에 있어서 경제 인 산

제약의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간 당 비용이 가장 높

은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층은 상층에 비해 사교육 이용률과 

이용시간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층에서는 자녀 연령이 4세 이하로 어린 시기에는 엄마 취업 여부

에 따라 유아 자녀가 받는 총양육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러한 차

이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심각하다. 2세 이하 비취업모 가구 유

아의 총양육시간은 일주일 약 71시간인 것에 비해 엄마가 취업한 경우

는 약 65시간으로 일주일에 6시간 정도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 감소한

다. 3-4세일 경우 취업모 가구의 양육시간은 약 69시간으로서 비취업모 

가구의 양육시간 약 73시간에 비해 일 주일 평균 약 4시간 정도 작다. 

5-6세 연령 에서는 비취업모 가구에서 가정내보육 시간을 이게 되고 

취업모 가구 유아의 시설 이용 시간이 보다 길기 때문에 총보육시간

은 취업모 가구에서 더 커진다. 이처럼 층에서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모 가구의 양육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다.

상층은 하층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여건이 좋지만 자녀가 2세  

이하인 경우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

러나 3세 이후에는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른 총양육시간의 차이가 없어

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제의 보완 등을 통해 취업모 가구의 2세 이하 

아돌보기 방안이 확충되면 유아 보육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유아 보육에 한 엄마 취업의 향은 상층에서

는 2세까지, 층에서는 4세까지 심각하며 하층에서는 엄마의 취업여부

를 막론하고 돌 과 교육 결핍 상이  연령 에 걸쳐 지속된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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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취업하면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연령이 보다 어리다. 엄마가 

취업한 3세 아의 약 90%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엄마가 취업하지 않

은 경우에는 약 57%가 어린이집에 간다. 소득계층에서 공통 으로 엄

마가 취업하면 가정내보육 시간은 고,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육  교육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며, 가계에 주는 지출부담도 

비취업모 가구보다 크다. 외 으로 사교육비는 비취업모가 취업모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과 엄마의 취업 이외에 보육과 교육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연령, 다른 유아 형제자매 유무, 가구원수로 나타났는데, 주요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엄마의 취

업률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취업한 경우라도 시설 이용자는 많지 않다. 

2세 이하 아를 돌보는데 있어서 시설을 통한 단체 돌 보다는 개별

인 돌 에 한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른 유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는 가정내보육시간과 어린이집 시간 배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데 유아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해당 자녀의 가정내보육 시간 배분이 고 어린이집 시간 배분은 증가

하 다. 다른 유아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여러 자녀의 가정내보육 부

담을 이기 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둘째 자녀를 출

산할 경우 첫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

책을 시행하면 가계의 자녀 출산  보육에 간 인 도움을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이용 확률과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총양육시간을 통제하면  

가정내보육시간 배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 으로  

유치원과 사교육의 교육을 한 가계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결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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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녀서열과 자녀의 형제 계

를 통제했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은 조부모 등 다른 성인 가구

원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유아 자녀의 보육과 교육  

측면에서 자녀양육 부담을 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
I
H
A
S
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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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국의 출산‧양육지원정책

제1절 프랑스

  1. 출산지원정책의 통합

 랑스는 출산  양육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유아 환 정책 

(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으로 랜드화하고 정책의 시

지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련한 제도의 구체 인 내용은 

직 지원제도와 간 지원제도로 이루어진다. 직 지원제도의 표 인 

는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해 기본 지원 (임신 지원 ,   

유아출산지원 )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 지원제도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세 등 세 을 공제해주는 것, 부모와 동거하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해 가족보험수당을 제공하고 3명 이

상의 자녀가 있는 , 소득층 가구에 해 추가로 보충수당을 제공하

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양육지원정책을 개선하여 국립보육시설 

설립을 확 하고,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세 을 공제해주며, 육아보조원 

창출을 확 시키고, 보육 련 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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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랑스에서는 국립탁아소(creche)를 확충하기 하여 총 2억 유로의 

산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000명을 수용을 한 국립탁아소

(creche) 신설 는 확  사업장내에서의 사립 탁아소 창설 극 지원, 

민간분야 개방 공  보육시설(탁아소)을 보완하기 해 민간분야를   

개방 양육보조원(babysitter) 소개회사 창설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해 세  공제 혜택을 주며,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에 우호

인 기업에 해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  60%에 해당하는 세 을 

감면하고, 문성 제고  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양육보조원

(babysitter)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3개의 가정에서 3명 이상의 

아이를 육아하는 육아보조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자로서의 

노동계약, 휴가, 연 , 의료, 산업재해 등 사회보장기 창설 등 정규 근

로자로서의 법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3. 3세 이하 영아기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

랑스는 취학  유아가 있는 소득층 근로여성이 자녀를 보육시

설에 보내거나 가정에 방문하는 가정방문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수 에 따라 보육료나 육아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만약 3세까지의 아를 양육하기 해 부모가 직장

을 그만 둘 경우 포기한 소득의 일부를 6개월간 지 한다. 최근4년 동

안 최소 2년을 취업한 경우 상이 되고, 어머니가 시간제근무 시에도 

이 보조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방 정부가 제공하

는 보육서비스를 렴한 가격에 이용하거나 정부보조 을 받으면서 3세

까지 재택 육아하거나 는 사설 보육기 에서 육아하는 3개 안  

하나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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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호주‧캐나다

  1.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전략 수립

호주에서 시행한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 략은 2009년

까지 5년간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아동, 가족, 지역사회가 보

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한 목표로 세 가지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동 친화  지역사회(Communities for Children)는 아동 보호  발

달 지원을 한 지역사회 기반의(a place-based) 조기 재  방사

업으로써 가정방문, 조기 교육  문해력 로그램, 사회성  의사소통 

발달지원, 부모역할 교육 로그램, 아동 양 등 5가지 핵심 사업이 있

다. 아동친화  지역사회, 이를 한 부모와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을 목

표로 하며 모든 사업은 지역사회 발달을 지향하고 있다. 

 
  2. 지역사회 기반 양육커뮤니티 활성화

 호주에는 업주부가정이나 친인척이나 방문육아도우미 등에 의해 

개별가정에서 돌보는 유가 일정시간 모여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모-유아그룹(Parent-Toddler Groups)제도가 운 되고 있다. 재 189

개의 단체에서 운 되는 318개의 부모-유아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개 3세 이하의 유아가 많으며, 그룹 당 최  15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있다. 아이들과 caregiver의 비율은 아이들의 연령과 개인   

필요에 따라 다른데 caregiver 한 명당 4명에서 10명의 아이를 돌보며 

평균 으로 6.5:1이다. 

부모-유아 그룹은 부모들과의 긴 한 력으로 운 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교육  책임을 맡는다는 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구

별된다. 단체의 구조 때문에 caregivers와 부모들은 긴 하게 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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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부모-유아 그룹이 부모들에   

의해 운 됨에 따라 운 시간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운 되고 있다. 부

모-유아 그룹의 50%가 하루 6~9시간 운 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하

루 평균 9.4시간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사회 부모 및 보육시설 연계 및 역량강화

호주 ‘가족을 한 장소(Family Place)'는 테라스시에 치한 시설로 

부모들에게 보육  양육 련 자원을 통합 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의 세 보육시설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지역사회에 

보육자원  상담을 제공해주는데 세 가정내보육시설 연계  지원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로그램에 참여한 다수 가정내보육시설에서 

력 으로 연계 로그램에 여하게 되었다.

호주 ‘보육 리 훈련  지원 기구(QCOSS-Child Care Management 

Training & Support Unit)'는 퀸즈랜드 사회복지 의회가 운 하는 기

구로 퀸즈랜드지역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에 

한 지원과 이를 리하는 훈련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 지역

사회 보육시설의 건강, 안 , 정책 개발, 워크 구축, 의사소통, 리더십 

등 제반 리 역에 한 상담  필요자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호주 '아동 서비스 자원  상담 로그램(Children's Services 

Resource & Advisory Program ACT Inc.)'는 멜버른에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에 한 교육 훈련 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서 과 서 을 운

하며, 보육시설 방문, 화통화, 센터를 방문한 보육시설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보육 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특히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을 해서는 지속 인 화 상담을 통한 지원과 

상담을 해주고, 1회의 무료 방문, 1회의 장 찰자 보고서 무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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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로그램에 한 지속 인 유료 교육, 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가족자원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가정내보육시설간 네트워킹 지

원

‘캐나다 우편종사자 가족자원센터(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Family Resource Centre)'는 부모들과 가정내보육시설종사자들을 방문

하여 놀이교육과 워크샾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내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를 여해주고, 시설운 과 련된 

상담을 해주며 일련의 가정내보육시설종사자들에게 로그램에 등록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보육 자원  상담 로그램(Vancouver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Program; CCR&R)'은 가정내보육시설과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정내보육시설에 연계 조력가를 견해주는 것으로 

이 로그램에서는 가정내보육시설 종사자를 한 집단 훈련, 개별 인 

지원, 상담  조언 등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로그램에는 지역의 보육자원센터와 지역 학, 지역사회의 7개 단체 등

이 함께 참여하 다.

제3절 스웨덴‧핀란드

  
  1. 둘째자녀 출산 유도 수당

스웨덴은 자녀를 출산하면 장기간의 유 휴가를 부여하는데, 첫 자녀

를 낳은 지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와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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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부모수당을 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은 커 의 둘째자녀 출산을  

 권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을 높이기 해 아동의 출생 직후부터 

16세까지(의무교육연한에 속하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 ) 매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 한다. 이 때,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가산 이 용되어 아동수당 액수가 높아진다.

  2.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영아기 육아지원

스웨덴의 경우 충분한 기간의 산 후 휴가  육아휴직을 유 으로 

제공하고 있다. 휴직기간 이후에도 공공보조 의 지원을 받는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에 따라 육아휴가 기간이 끝나기 에 보육

시설에 아를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체코 역시 3세까지의 아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높아 출산한 어머

니에게 4년간의 육아휴직을 유 으로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나 노르웨

이의 경우 아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번갈아가며 휴직할 수 있으

며, 3세 미만의 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는 공공보조 을 지 하고 

있다.

  3. 개방형 보육시설 운영

스웨덴에서는 개방형 취학  학교(open pre-school)이 있음. 스웨덴

어로 “öppen förskola"라 불리는 개방형 취학  학교는 재가로 육아를 

하는 친자  가정내보육소의 보육모와 아동을 상으로 하여, 주당 1～5

회, 몇 시간씩 개방되고 있다. 재가상태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다

수가 부모보험에 의한 육아휴직 인 어머니들이지만, 스웨덴 여성은 

다수가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며, 

 다세 가 동거하는 통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화상 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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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음. 개방형 취학  학

교는 이런 상황에 응하기 하여 설치된 것으로, 코뮌에서 견된 보

육담당 직원으로부터 육아 련 지도와 상담을 받아 부모와 자녀가 교류

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4. 지역사회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여가센터 운영

스웨덴에는 스웨덴어로 “fritidshem"이라 불려지는 여가센터

(leisure-time center)가 있다. 이 제도는 취학 인 자녀를 상으로 방

학기간을 포함하여 하루 에서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하여 보육

을 실시한다. 여가센터는 보통 오  6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되

며, 1개 클래스 20～30명으로 구성되고, 여러 명의 여가지도원을 배치

한다. 취학아동은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다.

  5. 가정양육수당 및 홈케어수당

핀란드는 부모가 3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수당을 지 하는데 이를 가정양육수당이라 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본

다면 부모들이 3세 이하 자녀를 스스로 돌보도록 하는 것 이 재정 으로 유

리하다. 왜냐하면 공보육서비스는 시설과 인력 모두에서 높은 비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근 성을 고려해야하는 보육의 경우 

도시와 농  모두 포 인 시설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재정  에

서만 본다면, 부모가 아동을 직  돌보도록 하는 것이 단기 인 측면에서 공

공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렴하다. 

핀란드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월별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실업 후 집에서 아이들과 있는 여성들은 다시 일할 때까지 

공공보조 을 받는데 이때 홈 어수당은 실업 여에 더해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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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국‧미국

  1.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국 ‘스코틀랜드의 부모를 한 지원망 그리기(Supporting Parenting 

in Scotland : A Mapping Exercise)' 로그램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를 한 다양한 역에서 범 한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1998

년에 진행된 일종의 연구 로젝트이다. 스코틀랜드 역의 부모를 한 

양육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를 망라하여 조사한 결과, 주로 도시지역을 

심으로만 양육지원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고, 빈곤층이나 소수인종 가

족, 장애부모를 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 밝 졌다.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체 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 인 ’핵심‘ 

지원서비스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 하고, 향후 국가정책 차원에

서 모든 역을 망라하는 략  근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고 있다.

  2. 아동중심 요구분석 및 단체지원

국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통합 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분

인 지원 서비스는 종종 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있어 경쟁 이고 복

인 단 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기구나 단체마다 동일한 복지

요구를 나열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상호교류나 인식이 부족

하게 되며, 각 서비스의 내용이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문제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동을 심으로 아동의 요구를 분석하고 아동 련 단체들이 통합

으로 지원을 하는 표 인 사례로는 ‘슈어스타트(Sure Start)'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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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들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개된 ‘슈어스타트' 로그램은 0세

부터 3세까지의 자녀를 둔 소득층 지역의 가족을 지원하기 한 것으

로 이 로그램은 1998년 스코틀랜드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건강 분

야 정부기구들이 력하여 구축되었다. 이외에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건

강 련 기구, 아동지원 네트워크, 자원 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부모와 아동을 해 보다 집 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 로그램의 주요 테마  하나는 ’지역사회에 양질의, 렴

하고, 근가능 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3. 지역사회 유치원, 보육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국의 ‘교육청(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근래 '유아시설(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re)'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유아시설들에 교재교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한 

정부 기 을 운용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유아시설 네트워크의 황을 

조사하여 어느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기존 유아시

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유아시설  유아시설 네트

워크에 기 을 지원하기 해 신청자 평가 메트릭스를 가동시키고 있는

데 이 메트릭스는 지역별로 네트워크 요소, 지역사회 요소, 서비스 요소

를 분석하여 지원이 필요한 유아시설  유아시설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있다. 

  4. 지역사회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통합적 지원 

미국에서 가정내보육시설간의 연계망을 조직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층 지역사회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 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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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도모한 사례로 ‘진보재단(The Enterprise Foundation)’의 로젝

트를 들 수 있다. 진보재단의 원래 목 은 소득층 지역사회를 재건시

킴으로써 주민들이 빈곤의 질곡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소득층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은 일을 하기 해 

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시설을 집 

가까운 곳에서 구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으로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소

규모 가정내보육시설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을 훈

련시켜 이들로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로젝트의 주요 목표로 삼게 되었다. 1998년 진보재단은 시범 으

로 미국 내 6개 도시에서 7개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 다. 각 도

시에 치한 진보재단 지부를 심으로 지역사회 단체들이 함께 로그

램을 진행하 는데 주요 력단체는 ‘지역사회 주거지원 연합(Local 

Hous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과 ’지역사회 개발 연합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이었다. 로그램의 주요 내

용은 가정내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것과 가정내보육시설의 소유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었다. 

각 로그램은 먼  실시된 도시의 로그램 성과를 토 로 해당 도시

의 요구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1999년 로스엔젤 스에서는 ‘진보재단’

의 첫 보육지원 로젝트가 실시되었다. 당시 로스엔젤 스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가정내보육시설 종사자가 많았는데 이들의 주요 문제는 자

격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과 주변 

종사자나 단체들과 격리되어 지낸다는 이었다. 이들은 무자격 가정내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체 으로 정보를 교

환하고 유아보육에 한 각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다. 훈련과정에서는 건강한 아동발달을 도와주기 한 방법,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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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환경을 조직하는 방법, 부모와 좋은 계를 수립하는 방법 등의 주

제에 해 다루었다. 아울러 교재교구를 빌려 주는 도서  로그램을 

실시하고, 비형식 인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가정내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이 조직 내에서 보

육종사자 훈련과정을 운 하고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며, 도서 이나 

자료센터를 통해 교재교구를 여하고 하는 등의 로그램이 개발되어 

뉴욕, 포틀랜드의 오 곤, 워싱턴 등의 3개 도시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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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본 연구결과 출산‧양육행태가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출산행태의 경우 반 으로 소득 련 변수는 계층에서 크게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층에 따라서 모의 

취업유무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출산행

의 결정은 소득변수가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모의 취업유무는 

재 자녀수를 바탕으로 한 생애 총 자녀수와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재 자녀

수를 바탕으로 한 생애 총자녀수는 취업모 가구일수록 게 나타났으나 

재 자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자녀 출산의도를 분석한 결과 

하층과 상층에서 비취업모 가구에 비해서 추가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재 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정

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상층을 한 정책은 무하다고 할 수 있다. 

상층 취업모 가구의 향후 추가출산 계획을 실 시키기 해서는 무엇보

다도 일‧가정 양립을 한 사회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층의 경우 동일계층 안에서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도와 

비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도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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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층의 경우 모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출산‧양육에 동일

한 고충을 겪고 있어서 계층 내에서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층은 여러 가지 지원 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고 상층에 

비해 경제력을 떨어지는 집단으로 층에 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육행태 분석결과 유아 자녀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과 이용시

간, 지출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계층, 엄마의 취업여부, 해당 유

아 자녀의 연령, 유아 형제자매 유무, 그리고 가구원 수로 로 나타났다.  

소득계층 하층의 유아 자녀의 양육의 특징은 상층 자녀와 비교하

여 양육시간 면에서 돌 시간이 작으며 보육에 있어서 어린이집 의존도

가 높으며 경제 인 제약으로 인하여 유치원과 사교육 근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의 유아 자녀 양육 상의 특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면에

서 선택이 비교  자유로우나 경제 인 제약을 다소 받고 있고, 특히 

사교육 선택에 있어서 경제 인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엄마

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 층에서는 자녀 연령이 4세 이하로 어린 시기에는 엄마 취업 

여부에 따라 유아 자녀가 받는 총양육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러

한 차이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심각하다. 

상층은 하층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여건이 좋지만 자녀가 2세  

이하인 경우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

러나 3세 이후에는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른 총양육시간의 차이가 없어

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제의 보완 등을 통해 취업모 가구의 2세 이하 

아돌보기 방안이 확충되면 유아 보육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유아 보육에 한 엄마 취업의 향은 상층에서

는 2세까지, 층에서는 4세까지 심각하며 하층에서는 엄마의 취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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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론하고 돌 과 교육 결핍 상이  연령 에 걸쳐 지속된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제2절 정책제언

  1. 출산관련 기본욕구 충족정책 강화

가. 지원대상의 확대 및 보편화

본 연구결과 출산 련 의사결정에 소득수 이 직 으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만큼, 소득기 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지원보

다는 상을 보편화하고 사회 구조  문제 해결을 한 노력으로 근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의사결정은 제반 사회요

인들에 복합 으로 향을 미치는 고도의 복잡한 행 이다. 기존의 

출산 책은 단편 이고 정책수혜 상이 미미하여 실제 정책을 경험하

고 정책 수혜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 인 인구층이 많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단편 인 임신, 출산지원정책이 시행되어왔으며  이에 응하여 

곧바로  출산행 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출산 책이 정

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 으로 밝 지

고 있다. 따라서 지원 상의 확 를 통해서 보편화된 지원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나. 양질의 양육지원서비스확보, 비용적절성 및 접근성 강화

본 연구의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양육행태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인남녀가 출산 자녀의 취학  양육환경에서 기 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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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양육 련 비용의 부담가능성, 둘째, 지역

사회에서 근할 수 있는 양육지원서비스의 질(quality)이다. 이를 양육

의 ‘affordability(비용부담가능성)’과 ‘assessibility( 근성 혹은 이용가

능성)’라 하는데 가령 아무리 이용하고 싶은 양육 상품이나 지원서비스

라도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이를 이용할 수 없고, 아무리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역사회에 해당 서비스 자원

이 없거나 희소하여 이에 근할 수 없다면 결과 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양육환경 조성을 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육지

원서비스에의 근성과 비용부담가능성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근성 요소의 경우 취학  유아를 데리고 근할 수 있는 

반경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양육지원서비스가 분산 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결론 으로, 양육환경조성을 한 정책지원은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가 이용하고 싶어할만큼 충분한 질  수 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 양육지원서비스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

로 지역사회내 근 가능한 거리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건이라 할 수 있다.

  2. 맞벌이(취업모) 가구 지원정책 강화

가 가정, 직장, 보육서비스에서의 유연성 강화 

보육서비스에서의 유연성은 보육자가 부모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는 언제든 취학  아동을 돌보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보육서비

스에서의 유연성이 큰 근로자는 취학  자녀가 아 도 돌 주고, 자신

이 일을 해야하는 시간이라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아동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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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보육서비스제공자(보육시설 혹은 육아도우미)가 있다. 

가정에서의 유연성은 아이가 아 거나 아이를 돌 주는 보육서비스제

공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

 가족원이나 친구, 이웃이 유용한 정도를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유

연성이 높은 근로자는 아이가 아 서 보육시설에 등원할 수 없을 때 아

이를 돌 주고, 부모가 직장에서 야근하거나 출장을 가야할 때 취학  

아동을 보육시설에 통학시키는 등 정규보육시간외에 아동을 돌  사

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군가가 있다.

재 우리나라 양육지원의 정책은 가정에서의 사  양육지원에 해

서는 제도 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가정에 견되는 사  육아도

우미에 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학  아동의 양육유연

성을 높이기 해서는 직장에서의 유연성과 보육서비스에서의 유연성이 

커질 수 있는 정책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강화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이 동일한 상층일 경우 여성이 업주부일 

경우보다는 맞벌이일 경우 향후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역시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에 한 요구가 가

장 높고 상 으로 비용부담성은 낮다. 층 맞벌이가구의 경우 재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의 구체 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

이다. 이들은 직장, 가정, 양육지원서비스에서의 유연성이 공히 높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직장에서의 유연성이 높아질 때 정책수혜감이 

커질 것이며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 사료

된다.

양육지원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기 한 정책으로는 무엇보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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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질 리가 가장 요할 것이다. 가정에 사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신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우수한 양육지원시설이 있을 경우 

상층 맞벌이 부부가 인식하는 양육지원서비스의 유연성은 매우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 육아지원서비스 질 리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꾸 히 활성화시켜 육아지원서비스 수

에 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3. 저소득층 지원 정책 다변화

가. 저소득층 비자발적 전업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소득계층이 낮은 가구의 여성이 업일 경우, 자발 인 업이기보다

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비자발 인 업일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소득층 취업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당하지 않도록 

출산직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

후휴가를 짧게 가졌더라도 기 집  육아가 필요한 신생아를 두고 노

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와 그 가정에 많은 스트 스와 긴장

을 래하기 때문이다. 재 가정방문형 아이돌보미제도의 원래 취지는 

이들 소득층 여성근로자 가정의 기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실

제 이용 황을 보면 업주부가 있는 가정이나 소득수 이 어느 정도   

이상인 가정의 기육아를 지원하는 물량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의 원래취지에 맞도록 소득층 여성근로자가 신생아 자녀를 한 

기육아에 가정방문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워

하는 여건이 무엇인지 실태심층조사를 통해 실 인 문제 을 심도 있

게 악한 후 이를 보완하는 제도수정이 매우 긴요할 것이다.



137

제
6
장
 결
론
 및
 정
책
제
언

나. 저소득층 유아교육지원 정책 강화

본 연구결과 소득층의 유아교육서비스 이용이 상층에 비해서   

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따라 보육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양질의 한 유아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화 외(2009)의 연구에서 소득층 유아 가정 주양육자들의 정책  요

구 분석 결과 소득층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는 자녀의 학

습지 는 학원비 지원과 같은 자녀교육과 련된 요구가 가장 많은 것

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칫 유아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래할 수

도 있으나 보편  수 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소득층 유아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외에 여러 가지 잡부 을 받

고 있어 가정에서 지각하는 보육료부담감은 여 히 심각한 문제로 지

되고 있다. 이에 궁극 으로 보육료를 면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료부담을 낮추어  수 있는 제도  노력이 필요하다. 

  4.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 추진

가. 가족친지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

본 재 가족원에 의한 가정내 돌 서비스지원을 인정하는 비슷한 제

도로 노인요양보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의 경우 가족이 요양보호

사자격을 취득하고 가족 내 노인요양을 지원할 경우에도 일정비용을 지

원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제도에서 악되고 있는 문제 이 조부모

육아서비스 지원제도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범사

업에서는 조부모육아서비스의 인정범 를 기 집 육아가 필요한 출생 

후 3개월 혹은 6개월의 기간만 지원해주고 이후 육아는 보육시설로 유



138

소
득
계
층
별
 출
산
 양
육
 행
태
 분
석
 및
 정
책
방
안

도한다던지 등으로 기존 육아지원제도와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시법사업을 통해 주요 요소(도우미 인정범 를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어느 범 로 할 것인지 등)를 변화 시킨 다양한 모델

을 여러 가지 마련하여 운 해 으로써 지원제도의 구체 인 요소를 정

련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추가자녀 출산시 기존 자녀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추가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수 에 계없이 기존 자녀의 보육   

교육비 지원을 한다면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의 경제  어려움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연령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유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보육  교육시설 이용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모입장에서는 추가자녀 출산에 의한 양육부담을 덜기 하여 기존자

녀를 보육  교육시설에 보낸다고 이해되어 진다. 이러한 경우 소득수

에 계없이 기존자녀에 한 보육  교육비 지원을 보편화할 필요

가 있다. 

  5. 만 2세 미만의 기본보육료 개선 

재 만 2세 미만 소득층 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고 있는 양육수당의 경우 보육 문제를 사회화 하기 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게 하고, 여성에게는 소득 체효과로 나가서 일하는 것

보다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한다는 비 이 있으나, 소득 체효과라 

하기에는 그 비용이 미비하다고 보여진다. 한 본 연구결과 소득계층

이나 모의 취업유무를 막론하고 타 연령층에 비하여 만 2세 이하의  

보육형태로 상당수가 가정내보육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 으로 해당연령의 유아를 시설보다는 가정내에서 가족  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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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베이비시터를 통한 양육을 선호한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 아 담 보육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한 신뢰

도가 상당히 낮을 뿐만아니라 일반 으로 어도 만 2세 까지는 아기 

정서 발달 측면등을 고려하여 시설환경이 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데

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 담 보육시설의 서비

스 수 에 한 질 제고 없이 시설이용을 하는 아이들에게만 지 되는 

기본보육료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시설이용유무와 계없이 그리고 

소득계층에 계없이 만 2세 이하의 아에게 양육수당 는 아동수당

형태의 직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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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여가 산업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심포지움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미정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미정

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미정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미정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
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
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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