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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6년부터 정부는 우리사회의 출산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가시 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은 주로 소득기 을 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

책수혜 상이 미미하며, 특히 출산장려지원정책의 경우 셋째자녀 출산장

려 정책을 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경험하고 정책 수

혜감을 느끼는 인구층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출산장려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둘째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한 고려되어야 한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하면 자녀를 계획하여 출산하는 것이 

일반 이나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둘째자녀출산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낮다.    

이러한 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둘째자녀 출산의 제약요인이 무엇

인지 살펴보고 구체 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2장에

서는 패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둘째자녀 출산의 제약요인들을 밝 내려고 

시도하 으며, 3장에서는 질 연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한 

4장에서는 둘째자녀 출산장려를 한 해외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 을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는 정은희 빙연구 원의 주  하에 서울 학교 사회발 연구

소 최슬기 선임연구원, 김미선 연구원  원내의 박은경 연구원, 정은  



연구인턴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해 귀 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강남 학교 김수완 교수, 숙명여자 학교 안재진 교수, 원

내의 신윤정 연구 원과 이상림 부연구 원께 감사드린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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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trai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cond Birth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constraint factors related with second birth 

intention and second birth behavior. Three wave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were used for 

quantitative analysis and depth interviews were employed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A country case study on the policy supporting  

second birth increase was used. 

Results from quantitative analysis show that the age of mother 

and education expenditure at wave 1 were associated with both 

second birth intention and second birth behavior. Private child care 

support system, such as husband's and grand parents' child care 

support, increase second birth intention and second birth behavior.

Results from qualitative analysis support those from quantitative 

analysis and show that there is a critical time point when second 

birth intention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increasing fertility in Korea.





요약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본 연구의 목 은 한자녀 가정의 둘째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

는 것임. 

○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은 셋째자녀이상의 다자녀 출산장려 정책

을 심으로 이루어져왔음.  

○ 셋째자녀는 둘째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운 출산수

이며,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둘째자녀출산으로 이행되는 비

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출산장려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둘째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한 고려되어야 함.

⧠ 1차, 2차, 3차 한국여성가족패 조사를 이용한 양 연구와 심층면

을 이용한 질 연구를 병행하고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를 통

해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연구결과  

⧠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향을 미치는 요인

○ 45세미만의 한 자녀 기혼 여성 927명을 상으로, 둘째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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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해 이항로짓분석을 수행함.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부정 인 향을 

미침.

－교육수 이 높은 경우, 둘째자녀 계획에 정 인 향을 미침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은 경우, 남편 는 

부부가 자녀교육에 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둘째

자녀 계획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여성의 어머니 는 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둘째자녀 계

획에 정 인 향을 보임.

－첫째자녀 교육비를 게 지출한 경우, 자녀를 일  가져야 한

다고 인식할수록 둘째자녀 계획의 확률이 높게 나타남.

⧠ 둘째자녀 출산 련요인 분석

○ 1차 조사시 에 한자녀 기혼 여성  2차와 3차에 모두 응답한 

여성 648명을 분석 상으로 1차조사 이후에 둘쨰자녀의 임신  

출산에 한 이항로짓분석을 수행함.

－연령이 높을수록 둘쨰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낮음. 

－교육수 이 높을수록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가능성 높음.

－취업모인 경우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낮게 나타남.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가능성이 높음.

－자녀교육에 한 의사결정에 남편이 참여할수록 둘째자녀를 임

신/출산할 확률이 높음

－ 사교육비 지출이 을수록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둘째자녀 출산계획 제약요인과 포기과정에 한 질 연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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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녀 가정의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제약하는 요인을 탐색

○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제약함.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① 첫째자녀 임신, 출산 그리고 양

육과정에서 경험한 육체 ·정신 인 어려움, ② 본인이 직  자

녀를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리양육자와 련된 어려움, ③ 경

제 인 측면에서 어려움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남. 

－육체 ·정신  어려움은 어렵게 임신됨, 수면부족, 자유제한, 

우울증, 양육스트 스로 나타남. 육체 ·정신  어려움은 아이

의 양육에 한 지식과 경험부족이 아이 양육에 한 두려움을 

높이고, 책과 인터넷으로부터 얻는 양육지식은 문가 수 의 

양육기술을 요함으로써 양육에 한 부담감을 높임.

－ 리양육자와 련된 어려움은 믿을만한 하고 질이 높으며 

근성이 좋은 리양육자를 구하는 어려움과 리양육자 이용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남. 리양육자와 련된 어려움은 특히 취

업과 같이 본인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남. 

－경제 인 문제는 임신과 련된 비용이 높고, 출산 후 산후조

리  아이 병원비용 높음, 양육비용  사교육비용이 높음으

로 나타남. 이는 주소득원자(주로 남편)의 고용불안과 낮은 소

득이 양육에 한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가구내 양육  교육과 

련된 지출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자녀를 출산한 이후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일련의 과정은 

① 양육으로 인해 힘든 시기, ② 양육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

되고 주변의 두자녀 가족을 보면서 첫째자녀의 형제 는 자매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시기, ③ 둘째자녀 계획을 연기/회피 하거나 

포기하는 시기로 나타남.

－각 과정은 시간에 따라 나  구분이 아니어서 동시에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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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한 경우에도 한번쯤은 형제 는 자매의 

필요성으로 인해 둘째자녀에 한 계획을 세우기도 함

－둘째자녀에 한 계획을 포기하는 유형은 ① 수술과 같이 극

인 방법의 피임으로 둘째자녀를 완 히 포기하는 유형, ② 

소극 인 피임으로 둘째자녀에 한 계획을 연기하거나 회피하

는 유형, ③피임을 하지 않지만 잦은 유산 는 노산으로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낮은 유형, 세 가지로 나타남.

⧠ 둘째자녀 출산장려를 한 지원정책 해외사례

○ 랑스의 유아환 정책(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은 여

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직  출산장려지원체계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여 운 하는 것임. ① 자녀수에 따른 출산휴가  출산·육아

수당, ② 가족수당, ③ 출생  입양수당, ④ 기 수당, ⑤ 취업 자

유선택 보조수당 등이 있음. 한자녀 가정은 아동수당을 제외시키고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여수 을 더 높게 주는 등의 출산장려  

추가 자녀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경제 인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

○ 스웨덴의 스피드 리미엄(Speed-premium)은 첫째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자녀와 동일한 수

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수당을 지 하여 첫째자녀 출산에서 둘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출산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

○ 핀란드는 모성휴가, 부성휴가, 일제 는 시간제 부모휴가, 일

제 육아휴직, 시간제 육아휴직, 일시육아휴직 등의 육아휴직제도

가 있음.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주가 

아닌 사회보험기 으로부터 홈 어 수당(child hom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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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nces)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취업부모의 가정 양육시 지

원되는 제도임.

○ 일본은 첫째자녀부터 아동수당이 지 되며 육아휴직 여율은 휴

직  임 의 50%를 지 하며, 육아휴직 의 보험료는 자녀가 3

세까지 면제 조치함.

Ⅲ. 결론 및 정책제언  

⧠ 여성의 연령이 양 연구과 질 연구에서 둘째자녀 출산계획  출산

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자녀 출산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가구의 소득수 보다는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수 이 둘째자녀 출

산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따라서 사교육비에 

한 지출을 실질 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둘째자녀 계획과 출산에 미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출산지원정책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한자

녀 가정으로 차 확 하여 한자녀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한 심리 , 경제  제약조건을 완화시켜야 함. 

⧠ 양 연구와 질 연구에서 가족지원체계가 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남편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친인척 양육자를 이용할 

경우에도 양육지원 을 제공하여 사 인 지원체계와 사회  지원체계

를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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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자녀에 한 욕구가 있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 으

로 생각하는 시기는 첫 자녀 출산 후 2년에서 4년 사이임. 따라서 

둘째자녀 계획에 한 욕구를 한 시기에 응할 수 있는, 를들

면 스웨덴의 스피드 리미엄과 같이 둘째자녀 출산유도를 해 출산

간격을 일 수 있는 인센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주요용어: 둘째자녀, 후속출산, 저출산, 아버지의 양육참여, 둘째자녀 출산계획 포기과정, 

둘째자녀 출산 포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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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의 미래 인구변화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한 인구집단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에는 

5,216만명을 정 으로 총인구수가 차 어들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 인구규

모를 유지하기 해서는 여성 한명이 최소한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

출산율이 1983년부터 2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 다. 이후부터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2).

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의 하나는 우리사회의 경

제성장력이 하될 수 있다는 이다.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이 어들고,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 규모

도 차 감소하게 된다.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인구가 어들게 되면 우

리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화될 것이다. 재 우리사회는 인

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분야에 지

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노인층을 부양하는 은 인구의 유입이 

어들고 있다. 이는 일인당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를 의미이며, 우리 사

회의 발 가능성을 약화시키고(이삼식·이소정, 2011) 나아가서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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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재 정부에서는 출산을 극복하기 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

고 있다. 2006년부터 5년 단 로 두 차례에 걸친 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1차 계획에서 정부는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을 맞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출산 문제해결이라

는 목 을 달성하고자 하 다(보건복지부, 2005; 서문희·안재진·최혜선· 

소마 나오꼬·안진, 2009). 이를 해 정부는 양육지원기 의 양과 질의 

확보, 양육지원기  이용비용 부담을 이기 해 정부지원 을 확 하

는 방향에 을 두었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시행한 정책들

을 좀 더 내실화하기 하여, 정책 상자와 지원수 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이삼식·이소정, 2011; 송유미·이제상, 2011).

정부의 출산 정책은 셋째자녀 출산장려정책을 심으로 이 져왔다.  

셋째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효율 인 방안일 

수 있다. 둘째자녀를 가진 여성이 셋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담은 첫째자녀

를 가진 여성이 둘째자녀를 갖는 부담보다 기 때문이다(김정석, 2007; 

신인철 2009; 조 태, 2009; 정성호, 2012). 그러나 한자녀 가족의 두

자녀 가족으로의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셋째자녀 장려정책만으로는 

재의 출산 상에 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상자 선정

에서 실제 출산이 가능한 집단을 선정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

킬 필요성이 있다.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첫째자녀만 있는 가정의 여

성에게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한 고려되어야 한다.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셋째자녀 출산율이 년 비 소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첫째자녀 출산과 둘째자녀 출산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자녀 출산은 첫째와 둘째자녀 출산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려운 출산수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 결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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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첫째자녀를 계획하거나 낳는 것이 일반 이다(김두섭 외, 2007; 신윤

정, 2008). 그러나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둘째자녀 출산으로 이행하

는 비율은 낮다(신윤정, 2008).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부분 한자녀를 

낳는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둘째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한자녀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출산에 응하기 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먼  여성가족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둘째자녀 출산계획/

의도가 있는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간에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 새

로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간에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를 패 자료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심층인터뷰 등 질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요인이 후속출

산을 결정하거나 포기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질 연구는 한자녀 여성

의 고유한 경험과 욕구에 주목하여, 둘째자녀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에 밝 진 각종 인구사회학 , 경제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을 탐

색할 수 있다. 한 둘째출산에 한 욕구가 실제 출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 연구와 질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존 연구에

서 밝힌 다양한 출산제약 요인 이외의 요인들을 악하여, 둘째자녀 출

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한 기제를 제안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숙 외,  2011). 이는 둘째자녀 출산율의 지속 인 감소추세를 해결

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 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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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문헌 연구를 수행하 다. 2장에서는 여성가족패 조사 1~3차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둘째자녀 출산계획  출산과 련된 요인을 밝혔

다. 3장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한자녀 가정의 자녀계획과 출산  

양육과정, 둘째자녀를 계획하거나 포기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둘째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 다. 4장에서는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책  시사  도출하 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결과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

제2절 문헌 연구

기존 연구에서 출산과 련된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  요인, 경제  

요인, 심리  요인, 가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인구사회학

 측면에서는 여성의 연령이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임기간이 어들기 때문이다(차승은, 2008). 

가구내 자녀의 성별, 아들의 존재는 과거에는 출산에 향을 미쳤으나

(김정석, 2007), 재에는 그 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

원, 2008). 여성의 학력 한 출산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조병구 외, 2007; 류기철 외, 2009). 높은 학력을 지닌 여

성은 결혼을 미루며, 이는 출산에 부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  요인과 련하여 양육비를 보조하는 로그램은 출산율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아동양육비용이 증가하면 여성 

출산율은 낮아진다(Blau & Robins, 1989; Ogawa, Mason, Chawla, 

Matsukura, & An-Chi, 2009; 김은정 외, 2011; 최윤경·장 은, 2010; 

차승은, 2008). 따라서 보육/교육비 감은 출산의향을 높이므로(신윤정, 

2008), 아동양육비를 보조하는 로그램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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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 & Wrohilich, 2011). 

경제구조와 련된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제 망

이 출산율은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삼식 외 2005). 최근 연구에서

는 가구경제의 안정성이 추가출산율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김정석, 

2007).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 부담과 가구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데 필요한 미

래의 비용을 계획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과 

련된 정책들이 출산과 양육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지에 따라 출산율

은 달라질 수 있다. 미래의 지출에 한 부담 이외에 재의 소득 한 

출산에 향을 미칠 수 있다(김하나, 2010). 소득은 양육자원의 규모를 

제약하므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양한 아

동양육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출산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Del Boca, 2002). 

심리 인 요인으로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나 우울의 향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서미정, 2010; 임 주외 2011).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체  스트 스로 인해 심리 인 스트 스가 증가하고, 이는 추가 

출산계획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

여는 어머니의 육체 , 심리 인 양육스트 스를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정혜은·진미정,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 이외에도 부부 계 만족

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덜어주어 후속출산에 향을 미친다(강유

진, 2007)고 보고되고 있다.

가족  자녀에 한 가치  한 출산과 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

다(윤소 , 2005; 이정원, 2009; 정혜은·진미정, 2008). 통 인 가족가

치 을 갖지 않은 경우, 출산계획에는 부 인 향을 미친다(윤소 , 

2005). 여성의 취업여부에 계없이 자녀는 정서 인 측면에서 가치있다

고 인식하는 것이 둘째출산의도에 정 인 향을 다(정혜은·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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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정원(2009)은 자녀에 한 가치 을 자녀가 부부나 개인에게 

의미 있는지, 국가나 사회에 의미 있는지에 따라 자녀에 한 개인주의 

가치 과 집단주의  가치 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후속출산의도에 정

인 향이 있음을 밝혔다. 

출산계획/의도와 출산 행 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한 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임신/출산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해 

깊이있게 다루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직 으로 둘째출산 계획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어머니의 출산의도에 간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출산  양

육에 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어머니의 스트 스를 완화하고 출산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안재진, 2011; 정혜은·진미정, 2008). 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 계 만족도를 높여 출산율에 향을  수 

있다(강유진, 2007). 남편은 주로 아내의 요청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거

나, 양육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의견을 나

고 함께 양육/교육방식을 결정하는 부부간의 력이 어머니의 양육스

트 스를 이고 부부만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력 인 양육  교육방식이 출산의도  출산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출산 련 요인들은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김정석, 2007; 신인철 2009; 조 태, 2009; 정성호, 2012). 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가정으로 각각 이행하는 부담이나 경로는 다

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수에 따른 출산 제약요인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 있다. 특히, 결혼한 부부는 부분 자녀 계획유무와 련없이 한 

자녀를 낳으므로(신윤정, 2008), 둘째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둘째자녀 출산만을 별도로 분석하는 연구의 

장 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가족이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1장 서론∙17

배제하여 출산행동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이다(Torr & 

Short, 2004; 강유진, 2007 재인용). 를 들면, 무자녀에서 한자녀로 

이행시 경제  변수는 요하지 않으나, 한자녀에서 두자녀로 이행시 경

제  변수가 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상이한 자녀수를 가진 사

례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할 경우, 경제  변수가 미치는 고유한 향력

을 엄 하게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출산 련 요인이 자녀수에 따라 상이한 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성의 취업효과 한 다른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출산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박수미, 2008; 류기철, 박 화, 2009; 정

혜은·진미정, 2008). 이는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라 아동을 양육할 수 있

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를 들어 취업모의 경우에는 가족내에서 

가사  양육분담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후속출산에 

향을 미치지만, 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족내 가사  양육분담은 상

으로 미약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수미, 2008). 

기존 연구는 출산계획  출산과 련된 다양한 요인을 밝힌 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 하여 왔다. 그러나 분석자료의 한계 등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  많은 연구에서 무자녀와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하 다(신인철, 2009; 김미정

외, 2010; 임 주 외, 2011; 서미정, 2010; 신윤정, 2008). 가정내 자녀

수에 따라 출산으로 이행하는 부담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한자녀 가정만을 분석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후속출산 ‘의도’ 는 

‘계획’에 주로 을 맞춰왔다. 후속출산의도는 실제 출산행 에 향

을 미치며(Ajzen, 1991; Schoen et al., 1999), 후속출산의도가 강할수

록 출산행 에 미치는 향이 크다(Scheon et al., 1999). 그러나 출산

의도가 출산행 로 이행하는 비율은 한 자녀 가정의 경우가 무자녀 경



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자녀 출산은 첫째자녀 출산에 비해 

다양한 상황  요소들을 고려하여, 후속출산을 미루거나 단념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Brodmann, Esping-Andersen, & Güell, 2007). 따라

서 한 자녀 가정의 후속 출산의도만을 연구 상으로 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를 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 계획/의도 유무와 련

된 요인들을 밝히는 것과 함께, 한자녀 가정을 추 하여 둘째자녀를 출

산한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를 밝히고

자 하 다.1) 본 연구를 해서 여성가족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둘째

자녀 출산계획  출산 련요인을 분석하 다. 기존연구에서 잘 다 지

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포함하여 둘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향

을 포 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한 자녀 가정이 둘째자녀 출산으

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과정에 한 심층 인 분석을 수행하

다. 

1) 한 자녀 가정의 경우, 재 출산아 수는 완결 출산아 수가 아닌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다. 즉, 조사 시 까지 한 자녀 가정이나, 미래에는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한 자녀가정과 

두 자녀 가정과 차이에 한 연구결과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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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요인

이 장에서는 둘째자녀 출산계획  실제 출산과 련된 요인을 밝히

기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 한자녀를 가

진 여성을 상으로 출산계획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출산계획 유무, 

출산계획시기 등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련된 설문항목에 한 응답을 

조사하 다.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과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둘째, 한자녀 여성을 추 조사한 패 자

료를 통하여, 새로 출산한 여성의 비율 등 기술 인 통계분석과 둘째자

녀를 출산한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 다.

제1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출산계획  출산과 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여성가족패 조사를 활용하 다. 여성가족패 조사는 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여성을 상으로 경제활동, 가족 계 등에 한 사항을 매

년 추 조사하는 패 조사이다(박수미 외, 2008: 15). 1차년도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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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 기간 동안에 수행되었으며, 국 9,084가

구 10,013명의 여성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박수미 외, 2008: 27). 2

차년도 지조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 기간 동안 진행되었

다. 1차년도 분가가구를 포함하여 7,750가구 8,666명에 한 조사를 완

료하 다. 2차년도 표본유지율은 가구기  84.5%, 개인기  80.8% 다

(이택면 외, 2009: 59). 한편 3차년도 조사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7,331가구에 거주하는 8,376명에 한 조사를 

완료하 다. 3차년도 조사결과 표본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79.1%, 가구

원의 경우 74.6%를 나타냈다(이택면 외, 2011: 56-57).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표 2-1>는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2007년 1차 여성가족패 조사는 45세 미만 여성을 상으로 자녀수, 출

산계획, 출산계획시기, 계획자녀수,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등 출산과 

련된 다양한 설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항목을 2008년 2차

조사와 2010년 3차조사에서도 반복하여 조사하 다. 

먼  출산자녀수  출산계획과 련된 요인으로 응답자의 연령, 교육

년수, 본인과 남편의 취업여부, 상반기 가구소득, 건강상태, 응답자의 어

머니, 시어머니의 생존여부 등 인구학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 다. 부

부 계와 련된 항목으로써 응답자의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가사분

담 만족도, 자녀교육 의사결정, 응답자의 성장기(15세)시  부모의 부부

계 화목도 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가족가치 과 련하여 ‘결혼하

면 자녀를 일  갖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 한 응답을 분석하 다. 마

지막으로 자녀교육비 지출을 월간 총 액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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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출산 자녀수 출산한 자녀수 (명)

출산계획 출산계획 유무 (있다, 없다, 모른다)

출산계획 시기 1년 이내, 1~2년, 2~3년, 3~4년, 5년  후부터, 모름

계획자녀수 현재자녀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경제적인문제,건강상의문제,연령문제,직장생활에지장,현재자녀로충분,
자녀의필요성을못느낌,자녀를잘키울자신이없어서,배우자가싫어함, 

연령 응답자의 연령(년)

교육 교육년수(년)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여부(했다, 안했다)

남편 취업여부 취업여부(했다, 안했다)

가구소득 2007년 상반기 가구소득 (만원)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건강, 건강, 보통, 건강하지 않음,  매우 건강하지 

않음)
성장기(15세)부모의 

부부관계

부부관계 정도(매우 좋음, 대체로 좋음, 보통, 별로 좋지 않음, 
매우 좋지 않음)

자녀교육 의사결정
주된 의사결정자(본인이 주로, 남편이 주로, 부부가 함께, 
다른가족과 함께)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행복도(매우 행복하다(7) ~ 매우 불행하다(1))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남편의 집안일 분담 만족도(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모친 생존여부 생존여부 (생존, 사망)

시모 생존여부 생존여부 (생존, 사망)

가족관련 가치관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 사교육 이용비용 월간 자녀 사교육비용(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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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 2007년 1차 

여성가족패 조사를 이용하여 한자녀를 가진 여성을 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련된 분석을 수행하 다. 둘째, 1차조사에서 한자녀를 가

진 여성을 2차, 3차에서 추 한 패 자료를 이용하여, 둘째자녀 출산과 

련된 요인을 분석하 다. 

가. 출산계획 분석

2 에서는 2007년 1차조사자료를 이용하여, 45세 미만의 기혼여성 

에서 자녀수가 1명인 여성 927명을 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먼  자녀출산계획과 련하여 출산계획 유무, 

출산계획시기, 계획자녀수,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등에 한 응답을 분

석하 다. 다음으로는 출산계획과 련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115명을 

제외한 812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n=418)과 

그 지 않은 여성(n=394)간에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두 집단에 속한 여성간의 차이 을 밝히기 하여 t-검증과 카이자승 검

증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출산계획과 련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이항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나. 둘째자녀 출산 관련요인 분석

3 에서는 한자녀 기혼여성을 추 조사하여 둘째자녀 출산과 련된 

요인을 분석하 다. 이를 해서 여성가족패  1차조사에 응답한 한자녀

를 가진 기혼여성 에서 2008년 2차조사와 2010년 3차조사에 모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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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여성 648명을 상으로 패 자료를 구축하 다. 먼  1차조사 이

후, 2차/3차 조사시 에 새로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과 출산계획의 변

화를 조사하 다. 한 1차조사 출산계획에 따라 이후 2차, 3차조사에서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을 분석하 다. 둘째자녀 출산요인에 한 분석

은 크게 두 가지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2차조사 시 까지 새로 임

신/출산한 여성(n=152)과 그 지 않은 여성(n=496)간에 어떤 차이 이 

있는지를 t-검증, 카이자승 검증, 이항로짓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1). 둘째, 2차조사를 포함하여 3차조사 시 까지 새로 임신/출산한 

여성(n=250)과 그 지 않은 여성(n=298)간의 차이 을 마찬가지로 t-검

증, 카이자승 검증, 이항로짓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 다(분석2). 

제2절 둘째자녀 출산계획 분석결과

  1. 한자녀 기혼여성의 출산계획

<표 2-2>에서는 1차조사에 응답한 한명의 자녀를 가진 44세 이하 기

혼여성 927명을 상으로 출산계획에 한 설문내용을 분석하 다. 

반이 조  안되는 45%의 여성이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 다. 출산계

획시기는 80%정도의 여성이 2년 이내라고 응답하 다. 계획자녀수는 

87%의 여성이 재자녀를 포함하여 2명으로 응답하 다. 

한편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n=394)을 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

다. ‘경제 인 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 재 자녀

로 충분해서’, ‘나이가 많아서’의 순으로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를 들었

다. 자녀를 잘 키우기 한 교육비 등 경제 인 부담으로 인해 둘째 출

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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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차조사 출산계획 분석 (n=927)

빈도 %

○ 출산계획(n=927)

   - 모름 115 12.41

   - 있다 418 45.09

   - 없다 394 42.5

○ 출산계획시기(n=418)

   - 모름 1 0.24

   - 1년 이내 179 42.82

   - 1-2년 사이 153 36.6

   - 2-3년 사이 64 15.31

   - 3-4년 사이 18 4.31

   - 5년 후부터 3 0.72

○ 계획자녀수(현재자녀  포함) (n=418)

   - 모름 3 0.72

   - 2명 365 87.32

   - 3명 46 11

   - 4명 4 0.96

○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n=394)

   - 모름 2 0.51

   - 경제적인 문제 153 38.83

   - 건강상의 문제 23 5.84

   - 나이가 많아서 66 16.75

   - 직장생활에 지장 5 1.27

   -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98 24.87

   -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 4.31

   -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29 7.36

   - 배우자가 싫어함 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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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n=418) 없다(n=394) t-value p

연령 31.63 36.93 -18.12 **

교육년수 13.97 13.41 3.57 **

상반기 가구소득 1824.00 1886.90 -0.59 

건강상태 4.11 3.89 3.71 **

부모의 부부관계(15세) 2.82 2.68 1.54 

부부 결혼만족도 5.63 5.13 5.95 **

남편 가사분담 만족도 3.39 3.10 3.78 **

가족가치관(자녀는일찍) 2.92 2.82 1.71 †

사교육비 8.69 21.92 -7.53 **

  2. 출산계획 비교 분석: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두 번째 분석에서는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이 분석에서는 1차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1차조사에서 한자녀가 있는 45세 미만 기혼여성 927명 

에서, 출산계획과 련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115명을 제외한 812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둘째자녀 출산계획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간에 

인구학  특성, 부부 계, 가족가치  등 다양한 역에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t-검증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표 2-3>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반이 조  넘는 418명의 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 다. 평균연령은 출산계

획이 없는 여성이 약 36.9세로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에 비해 약 5세가

량 많았다. 교육년수는 차이가 없었다. 상반기 가구소득은 출산의도가 

없는 여성이 조  더 많았다. 성장기(15세) 부모의 부부 계 화목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2-3〉 1차조사 출산계획 비교(n=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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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n=418) 없다(n=394) t-value p

χ2 p

본인 취업
95 108  2.37 

(22.73) (27.41)

남편 취업
391 368  0.01 

(93.54) (93.4)

자녀교육 의사결정 29.10 **

  - 본인
153 207

(36.69) (52.54)

  - 남편
14 8

(3.36) (2.03)

  - 본인+남편
205 162

(49.16) (41.12)

  - 다른 가족
2 3

(0.48) (0.76)

  - 비해당
43 14

(10.31) (3.55)

모친 생존
393 337 16.09 **

(94.02) (85.53)

시어머니 생존
380 322 14.60 **

(90.91) (81.73)
주: †p<.1, * p<.05, ** p<.01 

재 부부간 결혼만족도와 련하여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이 더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자녀양육과 련된 항목으로서 남편의 가사

분담에 한 만족도의 경우,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이 더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이후에도 남편이 가사분담에 극 으로 참

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출산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연령/세 효과도 련이 있다. 상 으로 은 부부의 경우, 남편의 가

사분담 정도가 높은 이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가치  에서 ‘결혼하면 자녀는 일  낳아야 한다’는 진술에 

한 응답과 련하여,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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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자녀교육비 지출과 련하여,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은 월평균 약 

22만원을 지출한 반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은 약 9만원 정도를 지출

하 다. 첫째자녀에 한 교육비 지출부담이 클수록 둘째자녀 출산을 기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남편의 취업여부는 출산의도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 의사결정을 주로 남편이 하거나 

남편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상 으로 더 높았다. 이는 자녀교육 

등 남편의 참여가 극 인 경우, 자녀교육 부담 감소로 출산을 계획하

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어머니와 시어

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비율은 출산의도를 가진 여성의 경우 조  더 높

았다. 이들 여성의 연령이 상 으로 낮기 때문이다. 

  3. 출산계획 관련요인 이항로짓분석

개별요인의 효과를 좀더 엄 히 악하기 해서 출산계획을 종속변

수로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표 2-4>는 그 결과를 보여 다. 연령

이 을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출산의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그 이

유는 상 으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응답자와 

응답자의 남편의 취업여부는 출산계획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소득과 기혼여성의 건강상태는 출산계획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교육에 한 의사결정은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련이 있었

다. 여성 본인이 자녀교육에 한 의사결정을 담하는 경우에 비해, 주

로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에 둘

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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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첫째자녀 출산이후 자녀교육  가사노동 부

담이 둘째자녀 출산에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과 련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거나, 남편이 하는 경우에 상 으로 둘째자녀 

출산에 한 부담감이 어들기 때문이다.  

부부 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계 만족도의 하 항목으로서 ‘남편의 가사분담

에 한 만족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출산계획과 통계  유의도 

p<.1 수 에서 정(+)의 련성을 맺고 있었다. 남편의 가사분담에 만족

하는 경우에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 등 양육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상황에서 둘째자녀 출산을 

높이기 해서는 남편의 가사분담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을 시

사한다.

기혼여성의 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 비해 출산계획을 가

질 확률이 더 높았다. 상 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반면, 시어머니의 생존여부는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비해, 시어머니와 자녀양육에 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가치 과 련하여 ‘결혼하면 자녀를 일  낳아야 한다’는 진술에 

찬성할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를 출산한 이후 자녀교육비 지출부담이 큰 경우, 둘

째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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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차조사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 이항로짓분석(n=812)

회귀계수 표준오차 z

상수    -7.38    1.10 45.36 **

연령(40~44) 　 　

  - 18~24세    3.64    0.88 16.97 **

  - 25~29세    3.25    0.39 69.66 **

  - 30~34세    2.86    0.33 74.33 **

  - 35~39세    1.23    0.34 13.39 **

교육년수    0.11    0.05  6.38 *

응답자취업여부(미취업)    0.04    0.22  0.04

남편취업여부(미취업)    -0.30    0.38  0.62

가구상반기소득    0.00    0.00  0.68

건강상태    0.02    0.11  0.04

부모관계(15세)    0.09    0.10  0.9

자녀교육의사결정(본인) 　 　

  - 남편    1.49    0.58  6.56 *

  - 공동    0.41    0.19  4.77 *

  - 다른 가족원    0.88    1.44  0.37

결혼만족도    0.23    0.08  7.95 **

가사분담만족도    0.15    0.09  2.89 †

모친생존여부(사망)    0.62    0.33  3.48 †

시어머니생존여부(사망)    0.34    0.28  1.5

가족가치관(자녀는일찍)    0.31    0.11  8.52 **

사교육비 지출    -0.01    0.00  6.65 **

주: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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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둘째자녀 출산요인 분석결과

2007년 여성가족패  1차조사에 응답한 한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에

서 2008년 2차조사와 2010년 3차조사에 모두 응답한 여성 648명을 

상으로 패 자료를 구축하 다. 여성가족패  2차조사에서는 지난 1차조

사 이후(2007~2008) 임신/출산경험 등 출산력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3차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조사 이후 임신/출산경험을 조사하여 

2008~2010년 기간 동안 분석 상 여성의 출산력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표 2-5>는 각 조사연도별 출산계획  임신/출산 경험을 나타낸 것

이다. 각 조사연도에서 한번이라도 임신 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임

신/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출산계획과 련하여 한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648명 에서 1차년도에는 약 47%인 307명이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출산계획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이후 약 25%, 10%로 감소하 다. 그 이유는 각 조사시

 이후 임신/출산을 한 응답자의 일부는 더 이상 출산계획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표 2-5〉 출산계획 및 임신/출산 경험(n=648)

1차조사(2007) 2차조사(2008) 3차조사(2010)
누적 출산경험

2차, 3차(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출산계획

있음 307 47.4 161 24.9  62  9.7 

없음 256 39.5 410 63.3 535 83.6 

모름  85 13.1 77 11.9  43  6.7 

임신/출산 

경험

있음 152 23.5 125 19.3 250 38.6 

없음 496 76.5 523 80.7 398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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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험과 련하여 2008년에 이루어진 2차조사에서는 648명 

에서 약 24%에 달하는 152명의 여성이 1차조사 이후 임신/출산을 경

험하 다고 응답하 다. 2010년 3차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2년 기간

동안 약 19%에 해당하는 125명이 임신/출산을 경험하 다고 응답하

다. 한편 비율을 보면, 1차조사 이후 3차조사 기간(2007~2010)까지 

약 39%에 해당하는 250명이 한번이라도 임신/출산을 경험한 이 있다

고 응답하 다.2) 

이후에 진행할 둘째자녀 출산과 련된 요인분석에서는 크게 두가지 

분석표본를 선정하 다. 첫째, 2차조사 결과, 1차조사 이후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152명과 그 지 않은 여성 496명의 특성을 비교하

고, 이항로짓분석을 통해서 2차조사에서 임신/출산과 련된 요인을 탐

색하 다(분석1). 둘째, 분석 상기간을 3차년도까지 포 하여 2차, 3차

연도에 한번이라도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 250명과 그 지 않은 

여성 398명의 특성을 비교하여 임신/출산과 련된 요인을 탐색하 다

(분석 2).

한편, <표 2-6>은 응답자 에서 1차조사에서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 

에서 얼마나 임신/출산을 경험하 는지, 출산계획이 있었지만 3차조사 

시 까지도 둘째자녀를 갖지 못한 비율을 보여 다. 1차조사에서 출산계

획이 있다고 응답한 307명 에서 2차조사 시 까지 임신/출산을 경험

한 비율은 약 43%정도 다. 한편 2차조사 이후 3차조사 기간에 임신/출

산을 경험한 비율은 29% 다. 1차조사 이후 3차조사 시 까지 한번이

라도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은 198명으로 약 65%정도 출산계획을 실

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35%에 달하는 109명은 여 히 3~4년

2) 2차, 3차 각 조사연도에서 임신/출산을 경험한 응답자수를 합한 277명이 아닌, 250명인 

이유는 2차년도에 ‘임신’했다고 응답한 여성 에서 3차년도에 ‘출산’했다고 응답한 여성

과 2차년도에 임신/출산한 여성 에서 3차년도에  임신/출산한 여성 등 복되는 응답

자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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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시 까지도 둘째자녀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조

사 시 에서는 출산계획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52명은 3차조사 시

까지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1차조사 출산계획에 따른 임신/출산 경험

구 분
출산계획(1차 조사)

있음 없음 모름 합계

○ 2차조사

임신/출산경험

있음
131 7 14 152

(42.7) (2.7) (16.5) (23.5) 

없음
176 249 71 496

(57.3) (97.3) (83.5) (76.5) 

○ 3차조사

임신/출산경험

있음
89 18 18 125

(29.0) (7.0) (21.2) (19.3) 

없음
218 238 67 523

(71.0) (93.0) (78.8) (80.7) 

○ 3차조사까지

(누적)임신/

출산경험

있음
198 22 30 250

(64.5) (8.6) (35.3) (38.6) 

없음
109 234 55 398

(35.5) (91.4) (64.7) (61.4) 

합계
307 256 85 648

(47.4) (39.5) (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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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석 1: 2차조사 둘째자녀 임신/출산 관련요인 분석

가. 둘째자녀 임신/출산 여성의 특성(2차조사 대상자)

〈표 2-7〉 2008년 2차년도 신규 임신/출산 여성의 특성

출산한 여성 

(n=152)

출산하지 않은 

여성 (n=496)
t-value p

연령 31.5 34.8 -9.5 **

교육년수 13.9 13.7 1.1 

상반기 가구소득 1833.8 1876.4 -0.3 

건강상태 4.1 4.0 2.0 *

부모의 부부관계(15세) 2.8 2.7 0.3 

부부 결혼만족도 5.6 5.4 2.2 *

남편 가사분담 만족도 3.3 3.3 0.4 

가족가치관(자녀는 일찍 가져야) 3.0 2.9 1.8 †

사교육비 7.4 17.4 -6.3 **

χ2 p

본인 취업
24 146 11.2 **

(15.8) (29.4) 

남편 취업
140 470 1.5 

(92.1) (94.8) 
자녀교육 의사결정 7.3 

  - 본인
57 228

(37.8) (46.0) 

  - 남편
4 14

(2.7) (2.8) 

  - 본인+남편
81 212

(53.6) (42.7)

  - 다른 가족
2 3

(1.3) (0.6) 

  - 비해당
7 39

(4.6) (7.9) 

모친생존
138 453 0.0 

(90.8) (91.3) 

시어머니 생존
131 422 0.1 

(86.2) (85.1) 
주: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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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조사 결과, 1차조사 이후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152명

으로 648명 에서 약 23%를 차지했다. <표 2-7>은 1차, 2차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둘째자녀를 새로 임신/출산한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떤 차이 이 있는지를 밝히기 해서 t-검증과 카이자승 검증을 

수행한 결과이다. 각종 인구학  특성 등 기혼여성의 특성은 1차조사 자

료를 이용하 다. 1년의 시차를 둠으로써 2007년의 여성의 개인 , 가

구특성이 1년 후인 2008년에 둘째자녀 임신/출산과 어떤 련성을 맺는

지를 좀 더 엄 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  연령은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이 한자녀를 가진 여성에 비

해 약 3세 정도 많았다. 상 으로 은 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년수와 가구소득의 경우는 두 집단 간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약간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으로 평균연령이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의 성장기, 15세 시  부모의 부부 계 화목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결혼만족도의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조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계가 좋을수록 배우자에 한 

배려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의사결정에도 련이 있다. 한편 남편

의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가족가치 과 련하여 ‘결혼하면 자녀는 일  가져야 한다’는 진술에 

한 응답에서 통계  유의수  p<.1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자녀를 

일  출산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1년 후에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에 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

록 둘째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

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 다. 

응답자 여성의 취업률과 련하여 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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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z

상수    2.02    1.56 1.68

연령    -0.15    0.03 31.4 **

교육년수    0.09    0.05 2.58

응답자취업여부(미취업)    -0.70    0.28 6.38 *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취업률

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자녀교육 의사결정의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본인과 남편이 동시에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  더 높았다. 자녀교육에 한 남편의 참여가 둘째자녀 출산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응답자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출산계획의 경우, 둘

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약 86%정도가 1차조사 시 에 출산계획

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둘째자녀 출산의 경우 매우 계획 으로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한편 1차조사에서 출산계획을 가졌다고 응답했지만, 1년

후 2차조사에서 임신/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176명으로 약 36%를 차지

했다.

나. 2차년도 둘째자녀 출산 관련요인 이항로짓분석

<표 2-8>은 2차조사 시 까지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n=152)과 출

산하지 않은 여성(n=496)이 어떤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기 

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종 독립변수는 2007년 1차

조사에서 조사한 변수를 사용하 다. 반 인 로짓분석 결과는 앞서 분

석한 t검증 는 카이자승 검증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8〉 2차년도 신규출산과 관련된 요인 이항로짓분석(n=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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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z

남편취업여부(미취업)    -0.25    0.42 0.35

가구상반기소득    0.00    0.00 0.87

건강상태    0.14    0.14 1.02

부모관계(15세)    -0.07    0.09 0.52

자녀교육의사결정(본인)

  - 남편    0.12    0.64 0.03

  - 공동    0.29    0.22 1.7

  - 다른 가족원    0.82    1.14 0.52

결혼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0.08    0.11 0.56

모친생존여부(사망)    -0.50    0.38 1.72

시어머니생존여부(사망)    -0.04    0.30 0.02

가족가치관(자녀는일찍)    0.34    0.13 6.99 **

사교육비 지출    -0.02    0.01 5.97 *
주: †p<.1, * p<.05, ** p<.01 

먼  연령은 둘째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 많을수록 둘째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년수

는 새로운 자녀의 임신/출산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본인

의 취업여부는 둘째자녀를 가질 확률과 부(-) 인 련을 맺고 있다. 

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의 경우, 둘째자녀를 임신/출산 확률이 은 것

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은 둘째자녀 출

산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동안 부모의 부부 계 화목

도, 자녀교육과 련된 의사결정도 둘째자녀 출산과 련이 없었다.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둘째자

녀를 가질 가능성과 련이 없었다. 응답자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생존

여부도 둘째자녀 출산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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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하여 ‘자녀를 일  갖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해 정 으로 응

답할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첫째

자녀에 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과 걱정이 자녀출산을 제약하고 있다. 

  2. 분석 2: 3차조사 둘째자녀 임신/출산 관련요인 분석

가. 3차조사 시점까지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특성

두번째 분석에서는 분석 상 기간을 넓 서 1차조사 이후 2차, 3차조

사에서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상자를 선정하 다. 분

석 상자 648명 에서 해당 기간동안 임신/출산을 경험한 250명과 임

신/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398명간에 어떤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t검

증과 카이자승 검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2-9).

분석결과는 체로 앞서 2차조사 분석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

었다.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은 그 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연령이 

약 3세 정도 낮았으며, 교육년수도 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집

단 간에 가구소득, 성장기 부모의 부부 계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건

강상태는 새로 임신/출산한 여성이 조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부간의 결혼만족도는 임신/출산을 경험한 응답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에 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족가치 에 한 질문 에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  가져야 한다’

는 진술에 한 응답에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첫째자녀에 한 자녀교

육비 지출은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이 더 게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1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교육비에 한 지출부담이 둘째자

녀 출산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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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10년 3차조사까지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특성

출산한 여성 

(n=250)

출산하지 않은 

여성 (n=398)
t-value p

연령 31.3 35.7 -13.5 **

교육년수 14.0 13.6 2.6 *

상반기 가구소득 1811.5 1901.3 -0.7 
건강상태 4.1 3.9 3.1 **

부모의 부부관계(15세) 2.7 2.8 -0.2 
부부 결혼만족도 5.7 5.3 4.9 **

남편 가사분담 만족도 3.3 3.2 1.5 
가족가치관(자녀는 일찍 가져야) 2.9 2.9 -0.5 
사교육비 8.2 19.4 -6.0 **

χ2 p

본인 취업
49 121 9.3 **

(19.6) (30.4)

남편 취업
234 376 0.2 

(93.6) (94.5)
자녀교육 의사결정 17.1 **

본인
85 200

(34.1) (50.3) 

남편
8 10

(3.2) (2.5) 

본인+남편
130 163

(52.2) (41.0) 

다른 가족
3 2

(1.2) (0.5)

비해당
23 23

(9.2) (5.8) 

모친생존
229 362 0.1 

(91.6) (91.0)

시어머니 생존
217 336 0.7 

(86.8) (84.4)
주: †p<.1, * p<.05, ** p<.01

나. 2, 3차조사 둘째자녀 임신/출산 관련요인 이항로짓분석

3차조사 시기까지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과 그 지 않은 여성간의 

차이와 련된 요인에 한 이항로짓분석은 앞서 분석1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 다(표 2-10). 먼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새로 임신/출



제2장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출산 관련요인 ∙41

산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임신/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우, 업주부에 비

해 새로 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조사 분석과 상이한 으로는 자녀교육과 련된 의사결정을 응답

자 여성이 하는 것에 비해, 남편이 하거나 남편과 함께 결정하는 경우에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한 남편의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

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결혼생활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에 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3차년도 둘째자녀 (누적)출산과 관련된 요인 이항로짓분석(n=648)

회귀계수 표준오차 z p

상수    3.83    1.46  6.85 **
연령    -0.21    0.03 69.68 **
교육년수    0.16    0.05  9.23 **
응답자취업여부(미취업)    -0.46    0.24  3.79 †

남편취업여부(미취업)    -0.04    0.43  0.01
가구상반기소득    0.00    0.00 0.00
건강상태    0.10    0.13  0.6
부모관계(15세)    -0.07    0.09  0.61
자녀교육의사결정(본인) 　 　

  - 남편    1.06    0.62  2.92 †

  - 공동    0.50    0.21  5.95 *
  - 다른 가족원    2.09    1.46  2.07
결혼만족도    0.20    0.09  4.97 *
가사분담만족도    -0.09    0.10  0.79
모친생존여부(사망)    -0.46    0.36  1.66
시어머니생존여부(사망)    -0.19    0.28  0.45
가족가치관(자녀는일찍)    0.07    0.12  0.33
사교육비 지출    -0.01    0.01  3.51 †

주: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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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자녀 여성을 상으로 출산계획과 출산경험을 분석하

다. 먼  출산계획과 련하여 연령이 낮고, 교육수 이 높은 여성이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혼만족도와 남편

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고, 남편 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

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환경과 련하여 기혼여성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첫

째자녀 교육비를 게 지출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를 일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출산경험과 련하여, 연령 가 낮고, 교육수 이 높고, 업주부인 경

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계와 련하여 결혼만

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

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출산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

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  상황과 직결된 문제라는 을 보여 다. 

를 들어 최근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추세는 학졸업 후 안정된 일자

리를 얻기 힘들고, 신혼주택 마련 등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자 을 마

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증

가 등 노동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우리사회의 구조 인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자녀교육 문제는 출산  양

육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효과 인 출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몇 가지 시사 을 도출한다면, 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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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료 지원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녀양육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

요하다. 한 취업여성의 경우, 임신/출산부터 출산 후 양육 반의 과정

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 남편의 

자녀교육  가사노동에 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확  등 아버지를 상으로 한 정책의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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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3장에서는 둘째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과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

는 과정을 탐색하기 해 심층면 을 진행하 다. 반구조화된 면 지를 

이용하여 10명의 한자녀 가정과 6명의 두 자녀 가정, 총 16명에 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다. 조사 상자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한 심층

인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출산계획과 둘째자녀 출산으로 이행하기 어렵

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어떤 과정으로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지 

탐색하 다. 

인터뷰 질문의 구성은 개방 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의 인터뷰 내

용에 따라 반응하여 질문하 다. 질문의 은 첫째자녀 양육경험과 둘

째자녀 출산계획을 심으로 하 다. 결혼과, 출산, 육아경험에 한 

반 인 질문을 포함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포 으로 악하고

자 노력하 다. 인터뷰에 이용된 질문들의 는 <표 3-1>에 제시된 내

용과 같다.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조사 상자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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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시 에서 심층면 을 종료하 다. 면 장소는 상자의 집

이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 은 면 상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 다. 면 자의 출산과 양육에 한 반 인 내용에 해 충분히 이

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 시간은 보통 한시간

에서 두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표 3-1〉 질적 연구를 위한 개방형 질문지

◯  첫아이 임신과 출산, 양육 경험에 관한 질문

첫째 아이 출산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임신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출산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출산과 양육에 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참여에 관한 질문

자녀 출산에 관해 아버지와 어떻게 의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육 및 교육에 관해 아버지와 어떻게 의논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

◯ 양육지원에 관한 질문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육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양육시 어려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둘째아 출산 계획에 관한 질문

둘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둘째를 낳을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둘째를 낳으면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둘째아 출산 장애요인

둘째 출산이 힘드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첫째와 둘째간 출산 간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출산 및 양육관련 정책 이용에 대한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 원하는 지원정책

어떤 지원이나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둘째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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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해 면 의 녹취내용을 사하 다. 이후 반복하여 각 사례에 

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는 Corbin & Strauss 

(1990)이 제시하는 개방코딩, 축코딩을 참조하여 둘째자녀를 연기하거나 

포기한 과정을 탐색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 둘째를 의도하지 않거

나 포기하는지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3) 먼  지속 인 비교분석을 

통해 련 내용에서 유의미한 개념들을 추출하 다. 추출된 개념을 좀 

더 높은 수 의 추상성을 가진 범주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 다. 여러 범

주를 묶는 과정은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하 범주와 상

범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개방코딩). 개방코딩이 이루어진 

후에는 범주들간의 계를 탐색하여, 인과  조건, 심 상, 맥락  조

건, 재  조건, 작용/상호작용 략  결과 간의 련성을 분석하는 방

식(축코딩)으로 코딩을 수행하 다. 범주들간의 코딩이 보완해야 할 

은 없는지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두 명의 연구자가 개별 으

로 코딩을 진행하 다. 개별 연구자의 코딩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는 서

로의 코딩을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과 불일치 부분에 한 토론과정을 

거쳤다. 합의하는 차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을 이고자 노력함으로써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Corbin & Strauss, 1990).

이러한 분석방법은 어떠한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이 변하는지, 그 과정

은 어떠한지를 탐색하는데 합한 연구방법이다(김 숙 외, 2011).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질 연구 방법과 차는 한자녀 가정의 출산

과 자녀계획에 한 심층 인 논의, 기존 연구에서 밝 지지 않은 둘째

자녀 출산제약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3) Corbin & Strauss (1990)가 제시하는 코딩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제시된다. 에서 설명

한 개방코딩  축코딩 외에 선택코딩이 있다. 선택코딩의 핵심은 핵심범주가 무엇인지 밝

히고,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간의 계를 밝 , 이론을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론을 제안할 만큼 사례가 충분치 않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 이 이론의 제안보다

는 둘째자녀계획을 제약하는 요인과 둘째자녀를 포기하는 과정을 탐색하는데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축코딩 방법만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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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 한 둘째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과 상황  요인을 

악하기 한 방법으로도 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은 인터뷰자료에 

직  코딩을 하고, NVIVO10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종 코딩과정을 

거쳤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질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를 통해 출산  양육에 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역 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에 거주하는 자녀가 하나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요 상으로 하고, 후

속 출산이 가능한 가임기(20세에서 45세 미만)의 어머니를 표집의 주요

상으로 설정하 다. 기존 연구에서 밝 진 후속출산에 계되는 변인

들을 고려한 의도 인 표집과 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집하 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인  사항에 한 간단한 질

문을 서면으로 진행하 다.

자료수집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 소

득, 둘째자녀 출산의도, 학력, 주택 소유여부 등과 같이 기존 연구와 심

층면 에서 밝 진 둘째자녀 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자를 순차 으로 확 하 다. 둘째자녀 출산으로 이

행하는 과정과 비교하기 하여 두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한 

면  상에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 자녀 가정의 어머니 9명, 아

버지 2명, 두 자녀 가정의 어머니 5명이 참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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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정보 (n=16)

사례 성별
취업

상태

연령 

(만)

첫째자녀 

출산연령(만)

경제

수준 
자녀 수

첫자녀 

성별

첫자녀 

연령

(만)

둘째출산의

도 변화

1 여 취업 35 33 중하 1 여아 1 oa → cxb

2 남 취업 31 31 중 1 여아 4개월 o → x

3 여 주부 40 31 중 1 남아 9 o → x

4 여 취업 36 26 중 1 여아 8 o → o

5 여 주부 42 34 중상 1 남아 7 o → x

6 여 주부 31 30 중하 1 남아 7개월 o → o

7 여 취업 40 33 상 1 여아 7 o → x

8 여 주부 36 30 중 2 여아 7 o → o

9 여 주부 37 26 중하 2 남아 10 x → o

10 여 주부 37 30 중 2 남아 8 o → o

11 여 취업 38 27 중 2 남아 11 o → o

12 여 취업 37 27 중 2 여아 11 o → o

13 남 취업 38 33 중 1 여아 5 x → o → 

x

14 여 취업 40 34 중 1 남아 6 x → x

15 여 주부 38 33 중 1 여아 5 x → o 

→ x

16 여 취업 39 30 중상 1 여아 9 　x → o 

→ o

주: a: o는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둘째 출산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였다

     (사례 8-12).
   b: x는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없음을 나타낸다.
   c: → 는 출산의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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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성을 보여 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이 14명, 남성이 2명이었다. 연령은 35세에서 40세 

미만이 10명, 35세 미만이 2명, 40세 이상이 4명이었다. 아버지는 모두 

인터뷰 당시 취업을 한 상태 다. 어머니 7명은 취업을 한 상태이며, 나

머지 7명은 업주부 다. 경제수 은 간이라고 밝힌 참여자가 10명

이었으며, 상 와 하 는 각각 3명씩이었다. 둘째자녀가 있는 참여자는 

5명, 나머지는 한자녀 가정이었다. 첫자녀 연령은 4개월부터 11세 사이

다. 첫째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9명, 남아가 7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출산은 계획 로 낳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 한 자녀만 있는 11명의 경우, 8명이 둘째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1명은 처음부터 둘째자녀에 한 계획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5명은 처음에는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있었으나,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둘째자녀 계획이 없다가 생긴 후에 다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둘째자녀 출산계획 제약요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밝 지지 않은 한자녀 가정의 둘째자녀 계

획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 다. 나아가 둘째자녀 출산에 

한 욕구를 탐색하고, 둘째자녀 출산욕구가 있었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하

여 포기하게 되는지에 하여 심층 으로 분석하 다. 먼  자료를 바탕

으로 둘째자녀계획에 한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자녀계획을 제약하는 

요인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개념  범주

화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둘짜자녀를 출산한 면 자의 경우 비교를 해서 사용되었으며, 분석은 둘

째자녀를 포기한 사람들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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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개념

출산의도란 미래에 자녀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심층면

을 통해 나타난 둘째자녀와 련된 의도는 명확하게 있다/없다로 구분되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자녀에 한 계획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여서, 재에는 그 계획이 아직 확고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보 다.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에는 둘째자녀를 계획할지 혹은 계획하지 

않을지에 해 생각해본 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한 둘째를 희망하

는 ‘시 ’이 막연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자녀 계획에 참여하

는 의사결정자는 부부이다. 부부 모두가 둘째자녀와 련된 계획이 명확

한 것은 아니다. 부인 는 남편 어느 한 쪽이 명확하고 확고한 경우에

는 명확한 의견을 지닌 쪽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명확한 계획이

더라도 안정 인 계획이 아니라 변화하기도 하 다. 즉, 둘째자녀를 계

획했다가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이 둘째자녀 출산 의도에 하여 언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솔직히 구체 으로 둘째를 낳으면 어떨지 이 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지  계획도 없을뿐더러 형편도 안되고 상황도 안되고 그냥 막연하게 

환경이 된다면 갖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 으로 생각해보지는 않

았어요. (사례1)

 

당분간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략……  감이 안와요. 앞으로 

어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감이 안오구요. 일단 와이

는 한테 이래요. 둘째는 없다. (사례2) 

  

제가 원래 결혼 했을 당시에는 희 집은 형제가 4명이고, 희 신랑은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집에 와서 보니까 형제가 많고 언니 

오빠들이 결혼해서 막 시끌벅 한게 되게 보기가 좋았나 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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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애기를 좀 많이 낳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나는 많은 걸 싫다 그

래가지고 결혼하기 에 얘기를 둘까지 합의를 한 상태 거든요…… 지

쯤 가져야 한 서른 여덟에 놓고 딱 되는데 그런데, (남편이)생각이 

없더라구요, 별로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잘 키우자 그러더라고요.  같

은 경우는 신랑이 굳이 원하지 않아서 안 낳았던 거구요. (사례3)  

 

그 당시에는 둘째 생각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아  둘째를 딸이니까 하나 더 낳

아줬음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낳아야겠다는 바로 그 행동 뭐라 그럴

까 계획? 이쪽으로는 안가더라구요. 계속 미루게 되더라구요. (사례16)

  2.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둘째자녀 계획 포기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참여자들이 겪는 심 인 상

은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다. 이로 인해 결과 으로 둘째자녀를 포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

났다. 먼  양육과 련한 육체  정신 인 어려움이었다. 두 번째로 본

인이 양육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리양육과 련한 문제 다. 세 번째

로 경제 인 측면에서 어려움이었다. 양육과 련된 어려움부터 살펴보

도록 한다.

가. 첫째자녀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첫째자녀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같은 경

험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첫째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

는 동안 육체 으로 힘든 은 수면부족과, 아이를 항상 곁에서 돌 주

어야 하는 것이었다. 특히 노산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는 육체 으로 힘든 

정도를 더 강하게 표 하 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은 경우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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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신체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임신과정 한 어렵게 진행될 가

능성도 높다. 이러한 요인들이 첫째자녀 양육 경험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신 으로 힘든 으로는 스트 스나 우울증, 자유의 제한, 경력단 에 

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집 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

다.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임신  출산과 양육에 한 지식이 부족

하고 경험이 없거나, 문가  지식을 요구하는 양육안내 자료들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지식과 경험의 부재가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한 두

려움으로 이어진다. 통 인 가족 구조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

의 수가 가능한 구조 다. 그러나 자식과 부부 심 단 의 가족구조에

서는 윗세 의 경험과 지식을 수받는데 한계가 있다.  세 의 임신

과 양육에 한 지식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책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에 련된 지식을 얻고, 경험을 나 다. 책과 인터

넷을 통해 공유한 지식과 경험은 문가 수 의 양육자를 요구한다. 따

라서 이에 한 부담 한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양육에 한 어려움은 특히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더 크게 느끼

는 것으로 보 다. 아이가 어릴 때는 24시간 아이와 착되어 있어 육

체 으로도 힘들었지만, 본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 힘들었다고 호소

하기도 하 다. 취학연령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육체  어려움보다

는 자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어려움을 호소하 다. 

본인이 직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보다는 양육자의 자질과 양육의 질에 해서도 심을 많이 둔다. 따

라서 본인이 양육할 경우에 첫째자녀에게 쏟는 양육시간, 양육비용, 

양육의 질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인이 직  양육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시간과 질을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많

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경제 인 보상이 없으며, 남편이나 사회로

부터 양육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못 받고 있어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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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한 낮은 평가는 자녀양육의 정신  

혹은 심리 인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활동

과의 비교를 통한 주변과 남편의 가사  양육에 한 낮은 평가는 

양육활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있는 일로써 존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자신에 한 가치가 낮아진다고 인식하기 때

문이다. 양육에 한 보상의 특성 한 양육자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에 한 보상은 

으로, 가시 인 평가가 즉흥 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자녀 출산 

 양육의 보상은 자녀의 학진학과 같이 비 인 측면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이 낮게 평가되는 일임

과 동시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한 사회의 보상  가치인정은 양육자가 겪는 심리 이고 정신 인 

어려움을 덜어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임신우울증을 한 1년을 겪었던거 같아요 정말 신랑이 에서 툭 건드

리기만 해도 앉아서 졸졸졸 울고…… (사례6)

애 키우면서 1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이러면서 (네) 제가 맡기고 

찾아오고 힘들었거든요. 아 서 입원하고 이러는 거 (네) 뒤치닥거리 하기

도 힘들고 (네 네) 아  주  도움 안받았다고는 할 순 없죠. 할머니들이 

좀 약간 거들어 주신 거는 있죠. (네 네) 근데 무 힘드니깐. (사례 7) 

노산은 일단 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의 개인으로 봤을 때 

몸이 무 힘든거. 무 을 때 낳으면 에 지도 있고 아이를 낳을 때

도 덜 힘들 것 같은데, 이미 무 힘든거에요. 제 스스로도. 그 나이 때

에 이미 에 지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 기 

때문에 제가 육체 으로 무 힘든거에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건

강하게 자라지 않을, 건강하게 출산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그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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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인 것 같아요. (사례16)

 
무 무 힘들어 가지고 정말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거의 미치잖아요? 

(네.) 거의 정신이 반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이 상태로는 둘째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은 거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러

니까 안 갈 거면 내가 지  산부인과에 갈 거니까 그 게 할래?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다음 달에 바로 했어요. 

제가 확고했죠. …… 그게 무 망스러웠어요. 이게 인간인가? 아이 

낳고 나서도 그게 제일 우울 했거든요? 왜 한창 꽁꽁 싸매고 다녔었는

데 산후 조리원 들어가면 다 풀어 헤치고 다 같이 젖 먹이고 앉아 있

는데 이게 왠 짐승스러운 경인가 싶으면서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진

짜.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삶을 2년을 살았는데 다시 그런 삶을 돌아가

고 싶지 않았어요 . (사례15)

사실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고용하려고 하면은 200만원, 300만원 훌

쩍 나가는데 직장 다녀서 그 정도 돈벌기 왠만한 여성은 힘들다고요. 

그럼 분명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키우는거 이런 거는 국가에 입장에

서 서는 굉장히 생산 인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단지 내가 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처럼 생각되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뭐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사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 근데 뭐 집안에서 그것만 합니까? 아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육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맙니까?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사일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사람 고용

해서 하려면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에서 한 여성이 맡고 

있는 일 자체가 어쩌면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 이상의 생산

인 일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떤 생산인구로 키우는 거잖아요. 양질의 생산인구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요한 일인데 국가입장

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기업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양질의 어떤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가 내에서 해결이 되야 하는데. 그게 막 여

성을 기피하고. (사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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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리양육의 어려움

취업과 같은 이유로 본인이 직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는 본인을 

신할 수 있는 양육자를 찾는 일이 요하다.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리양육자와 양육시설을 찾는 과정에서 양육의 질을 요하게 

생각하 다.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간 등 일정 조 과 

련된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둘째자녀를 계획하기가 어려웠거나 

포기하 다. 

믿을만한 리양육자는 시모나, 친모, 남편과 자매 등과 같이, 잘 알

고 있는 양육자를 선호하 다. 시모보다는 친모를 더 편하고 친근하게 

생각하 다. 친근하고 믿을만한 양육자가 언제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

었다. 친모의 경우, 얼마나 가까이 사는가도 요하 다. 친모와 멀리 떨

어져 살게 되면, 자녀에게나 본인에게 부정 인 향을 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보육시설로 보낼 경우에도 질 인 측면을 시하 다. 그러나 본인이 

믿을만하다고 인식하는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을만한 시설이므로 등록을 한 경

쟁이 치열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하더라

도 직장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맞지 않으면 아이와 본

인의 일정을 리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 다. 어린이집 이용시간보다 

늦게 퇴근을 해야 할 경우, 아이를 맡아  수 있는 양육자가 필요하 다. 

이 경우에도 시 이나 친정의 부모와 같은 친인척이나, 주변의 믿고 맡

길만한 이웃을 선호했지만, 미리 부탁하고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어렵고,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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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희는 이 첫째를 만약 와이 가 직장을 다닌다면 어린이집은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함흥차사 거든요. 와이 가 직장을 다닌다면 이 

애기를 어떻게 해야될지 계획이 안 선 상황에서 둘째를 어떻게 갖는다

는 것은 좀...... (사례2)

애 키우면서 1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이러면서 (네) 제가 맡기

고 찾아오고 힘들었거든요. 아 서 입원하고 이러는 거 (네) 뒤치닥거

리 하기도 힘들고 (네 네) 아  주  도움 안받았다고는 할 순 없죠. 

할머니들이 좀 약간 거들어 주신 거는 있죠. (네 네) 근데 무 힘드니

깐. 애 아빠가 아  둘째 안낳겠다…… 시어머님은 하나 더 낳라고 그

러시는데. 가 키워 거냐 딱 막으니깐 아무 말  못하시더라구요. 

(사례7)

가장 힘들었던 거는 힘들더라구요. 내가 아무리 뭐 돈이, 베이비시터도 

있고 친정이 도와주고 이래도 일단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리고 내가 얘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뭘 이 게 돌리는 거는 일단 내가 싫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낳지 말

라는 것도 니가 직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낳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

까요 (사례14)

다. 경제적인 요인

경제 인 측면에서 첫째자녀 양육시 어려운 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비용에 한 부담이었다. 출산비용이 높고 보육과 양육비용, 사교육 

비용에 한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미래에 

쓰일 지출까지 고려하 다. 미래의 사교육비에 한 지출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 으며 이로 인해 둘째자녀를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하 다. 경제

인 부담은 남편들이 더 민감하게 인식하 다. 본인이 주소득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노후 책과 주택마련에 한 부담감도 크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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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한 어려움은 주소득원의 고용 불안과 낮은 

소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불안 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양육과 교육에 한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수 을 높

이기 해서는 맞벌이가 필수라고 인식하 다. 그러나 부인이 취업한 경

우, 취업모가 첫째 양육과 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둘째자녀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이랑 결혼 반에 두명, 세명까지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1

명 낳고 나니까 상황이 안되는거에요. 경제 인 형편도 안되고…… 애

기 교육비가 한사람당 2억이 넘는다고 보통 강남에서는 돈 많은 할아

버지 돈 많은 시부모님 그리고 아내한테 으로 맡기는 것 이런 형편

이 되지 않는 한 둘째는 힘들다고…… (사례1)

  

 돈이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못받는 지원들을 얼

마든지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지 못하다는게 제일 큰 거 

같아요. …… 일단 고용안정이 되어야지 둘째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지 둘째를 낳을 수 있고, 안정 으로 수입 

보장이 되어야 되고. (사례2)

 

경제 으로 부담이 되는 거요 딴거 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낳았으

면 하는 생각을 하더라구요. …… 그냥 하나만 잘 키우자 계속 그냥 그

러더라구요 …… 아무래도 쫌 본인 생각에 버겁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

요. 아이 둘을 키우기엔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게 게 좀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3)

첫째자녀 양육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재하는 조건들로는 양육 지원

체계를 들 수 있다. 즉, 첫째자녀 양육 지원체계는 둘째자녀 계획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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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한다고 할 수 있다. 지원체계는 사 인 지원체계와 사회 인 지원체

계로 볼 수 있다. 사 인 지원체계는 남편과, 친모와 시모와 같은 친인

척 지원체계이다. 남편의 가사와 양육참여, 시모와 친모 등 친인척의 양

육원조는 임신과, 출산  양육 반에 걸친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한다. 

사회 인 지원체계는 어린이집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과 

같은 지원체계이다. 사회 인 지원체계 한 첫째 자녀 양육에 한 부

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자원 모두 단순히 이용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 자원의 유무보다는 질 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와 지리 인 근성과 같은 조건들도 요한 기제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시모 양육원조,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양육의 어려움을 조 하는 기

능이 약해진다. 친모 양육원조가 질 인 부분에서 만족스럽다고 하여도 

지리 인 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첫째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제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과 직장복귀에 부정 인 향을 주지 않는 것 한 요

한 기제로 작용한다. 실제로 둘째자녀를 출산한 참여자들은 피임실패로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체로 와 같은 양육지원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 편이었으며 근성 부분과 질 인 부분에서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둘째자녀 출산계획 포기과정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해 어떻게 반응하고 처하고 조 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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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이후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일련의 과정은 1) 양육과 씨름

하는 시기, 2) 양육의 기쁨을 느끼고 형제/자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

기, 3)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시기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 양육의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양

육과 씨름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둘째자녀 계획이 생겼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각 단계의 구분은 첫째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둘째자

녀 계획과 련된 동기, 필요성에 한 인식이 실  어려움에 직면하

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유형화한 구분이라는 을 밝힌다.

  1. 양육과 씨름하기

첫번째 단계는 첫자녀 출산 후 양육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시기이다. 

첫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앞선 분석에서 밝혔듯이 경제 인 측면을 

포함하여, 육체 , 정신 인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에는 둘째자녀에 한 계획이 없음을 강하게 표 하

기도 하 다. 

병원이 요즘 산부인과 아무리 출산이라도 산부인과가 돈을 많이 벌더

라구요. …… 항상 옵션이 붙어서 일단 뭐 …… 고 상품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왜냐하면 요즘은 출산이니까. 

아이 한 두명 막 낳잖아요. 한두명에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끔 지

 사람들 인식이 그 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모든 산후조리원, 임신과 

출산에 련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는. 많이 될 수밖에 없더라구요. 

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네 …… 희 둘의 희 가구의 수입으로 

충당을 한거죠. 굉장히 목돈 많이 들어갔어요 …… 출산을 경험하면서 

느낀건 정말 돈이 있던가 아니면은 부모님의 지원이 있던가 그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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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두 식구 그냥 부부 부부가 아이 하나 낳아서 이 게 하기가 정말 

진짜 건사하기 어렵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례2) 

 

는 지 은 제가 나이가 무 많아서 둘째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요 에는 그니까 아이를 다시 갖기 해서 모든 과정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게 싫었어요. 00이 낳은 이후에는 내가  다시 아이를  갖

으려면 병원도 한번 가 야 될 것 같고 신경써야 될 것 같은거죠 내 

몸이나 건강 이런 거를.. 새로운 스트 스의 시작일 수 있잖아요. 그래

서 싫었어요. (사례14)

  

육체 으로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몰라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것도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수유도 해야 하고. 그리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아이도 커나가면서 기 귀도 채우고 갈기도 

해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힘든 작업이긴 

한데. 근데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수유도 해야 하고 아이도 안아야하

고 이런것들이 되게 힘들어서 제가 양쪽에 가 무 아 가지고 뭘 들 

수 없어서 기 스? 비슷하게 양쪽에 하고 있었거든요…… 애 키우는게 

원래 밖에 나가서 밭일 하는 거보다 힘든 게 애 키우는 거라고. 왜냐면 

을 뗄 수가 없잖아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을 뗄 수가 없는데 본인도 무 힘들고. 본인이 정상이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어를 해야 하니까, 무 힘들고, 그 다음에 계속 들고 있고 

업고 있고 그런 상황이 무 무 많잖아요. (사례16) 

 

첫째 낳고 의 자유에 무 제한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 원래 애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솔직히 키울 제가 자

신도 별로 없었고, 낳는 것도 좀 무서웠고... 사실 좀 낳을 때도 많이 

힘들게 낳기도 했고요. …… 해보니까 육아라는 것이 정말 엔터테인먼

트여야 되는 것이 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책도 잘 읽어야 되고, 어도 잘 해야 되고, 산수도 잘 해야 되

고. …… 그리고 사실 업주부로 살면서 오히려 이 게 우울하지 않고 

자기한테 집 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힘들더라고요. 자꾸 나태해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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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꾸 풀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교류도 없고 아이 엄마들끼리 만나

면 계속 아이 이야기만 해요. (사례15)

  2. 양육의 기쁨과 형제 자매의 필요성 

두 번째 단계는 양육의 기쁨을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우리

는 흔히 자녀가 1살과 3살 사이에 평생 효도를 다 했다고 표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이 그만큼 크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아이가 스스로 행동하고 부모와 을 마주치

고 웃고, 걷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수월하게 느

다. 양육으로 힘들어 하던 시기에 비하면, 수면부족 문제와 우울증의 문

제도 어느 정도 나아졌다. 두 자녀가 있는 가족을 보면서, 형제나 자매

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더 강화하기도 하 다. 

반드시 이 시기에만 형제 자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형제나 자매에 한 필요성을 이 에 느끼기도 한다. 다만, 이 시기에 

두자녀 가정을 보면서, 첫째자녀를 해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은 동기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혼자 노는 것과 형제나 자

매와 노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  비교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혼

자 노는 것에 마음 아 하기도 하 다. 그러나 경제 으로, 시간 으로, 

첫째자녀에게만 온 히 집 하고 사랑하기 해서 둘째를 낳는 것을 부

정 으로 인식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 번쯤은 형제 자매라

는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자녀 계획에 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으로 생각하는 출산 터울은 2

년에서 4년 정도로 인식하 다. 양육으로 인한 힘든 시기를 되도록 짧게 

두고자 하는 것이 큰 이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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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우려하는 게 자녀수를 늘리는 것이 요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애기 하나를 낳았으니까 그 애기한테 집 이 되잖아요. 우리 애기를 보

면서 애한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막연하게 그냥 애기 많이 낳으면 좋으니까 이 게 했는데 우리 

애기 혼자 노는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애기 불 해서 둘째를 낳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둘째를 우리가 못 가지면 애가 좀 컷을 때 입

양이라도 하자고 우리 애기가 외로울까  우리한테 둘째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첫째를 낳아보니까 애기가 무 외로울 것 같은 거에요. ……  

애기를 서는요 애기가 최소한 두돌은 지나야지 엄마가 임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에는 임신하면 안되요. 남편이랑 항상 이야기를 해

요. 이 게 사랑이 필요하고 이 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동생이 생겼다

면 큰일날뻔했다 할 정도로. 지  아이한테 이 아이한테 온 히 사랑을 

줘야 할 때 잖아요 (사례1).

잠깐 얘기했을 때는 다른 집 둘째, 셋째 있는 거 보면은 좀 화목해 보

이기도 하고 우리 셋이 놀러가거나 그 게 하면은 좀 썰 한 것 같아서 

그럴 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례15)

  3.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

세번째 단계는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단계이다. 처음부터 둘째자

녀 계획이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번쯤은 

형제 자매의 필요성에 의해 둘째자녀를 계획하 다. 둘째자녀의 필요성

에 한 미련이 남아 있게 될 경우에는 피임을 극 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째자녀 계획이 있었으나, 종국에는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고 

첫째자녀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지하게 되면, 피임을 확실하게 한다. 둘째

자녀를 포기한 유형은 ‘확실하게 포기한 유형’과 아직 ‘확실하게 포기하

지는 않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행 는 ‘피

임’을 통해 나타난다. 피임은 ‘소득  피임과’ ‘ 극 인 피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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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피임에 따라 둘째자녀를 포기한 유형을 분류하면 ‘ 극  

피임’을 한 ‘확실하게 포기한 유형’과 ‘소극  피임’을 한 ‘확실하게 포

기하지 않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은 유형’은 

다시 임신 시도 여부에 따라 1) 임신을 시도하지도 않지만 피임도 확실

하게 하지 않는 유형과, 2) 임신을 시도하지만, 노산이나 잦은 유산으로 

결과 으로 둘째자녀 출산 가능성이 낮은 유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

다. 

먼 , ‘확고하게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는 유형’은 수술과 같은 방법

으로 확실하게 피임을 하여, 둘째 계획을 완 히 포기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둘째자녀에 한 계획이 앞으로는  없을 뿐 아니라,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둘째자녀 계획을 막연하게 회피 

는 연기하는 유형이다. 여건이 된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확

실하게 피임을 하지는 않았다. 그 다고 둘째자녀 계획을 실행하기 해 

임신을 시도하지도 않는다. 여건이라는 것이 미래에 어떻게 개선될 것인

지에 해서는 여 히 불확실하게 느낀다. 따라서 둘째자녀에 한 계획

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불

특정한 미래에 ‘여건이 나아진다면’ 둘째를 계획하여 실행해 옮길 가능

성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둘째자녀 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나, 유산 는 쉽게 임신이 되지 않거나 노산으로 인해 자연스럽

게 포기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둘째자녀 출산을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

지만, 결과 으로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작년쯤에는 ‘둘째를 가져볼까?’하는 생각을 잠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갈등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안정 으로 잠을 

자지 못했고, 희 애가 무 샘이 많아요 첫째가. 굉장히 심약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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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요. 둘째를 가지면 얘한테 무 큰 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든 

거 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 실제로 지  아  수술을 했어

요. (사례15)

지원을 군가에게.. 군가 해봤자 양쪽 부모님인데. 양쪽 부모님의 지

원없이 아무것도 못할 거 같다는 딱 느 거든요……여건이 된다면 둘째

를 가져도 괜찮을거 같아요. 근데 다만 여건 인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둘째는 그냥. 첫째로 만족하는 걸로. (사례2) 

 

 남편은 …… 둘째에 굉장히 미련은 아직도 있는데 본인이 감당할 그

거는 없고 그냥 막연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는 정

말 그냥 한 달 한 달 임신이 안된거에 해 감사하는. (사례5)  

그리고 그 에 작년에도 임신이 다가 유산이 거든요. 그래서 아직

까지도 오 되어있는 상태인데 음,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 은 

그냥 생기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거다라는. (사례16)

  

제4절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둘째자녀 출산의도는 ‘둘째자녀 계획이 있

다’ 와 ‘둘째자녀 계획이 없다’와 같이 이분법 인 속성으로만 구성된 

개념은 아니다. 시간 인 차원도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 에는 있

었다’ ‘ 재는 없다’ ‘앞으로 잘 모르겠다’와 같이 과거와 재 미래에 

한 시간 인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둘째자녀 계획은 변화하는 개

념이기도 하다. 둘째자녀 계획은 특히, 첫째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변

화한다. 

첫째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육체 , 정신  어려움, 리양육자 구

하는 어려움과 경제  부담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이나 부담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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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련한 지식과 정보가 없고, 양육자의 연령이 많거나, 주소득원

의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자녀 양육에 한 낮은 평가로 인해 발

생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둘째자녀 계획을 회피하거나, 연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첫째자녀 양육의 신체  정신  경제 인 어려움을 덜어  

수 있는 방안들이 둘째자녀 계획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된다. 

둘째자녀 출산 의도는 첫째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양육

원조 체계에 의해 조정된다. 즉,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남편의 가사 

 양육원조, 친정과 시 의 양육과 경제  지원, 직장내 출산휴가, 육아

휴직, 직장보육시설과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지원체

계의 유무보다는 질과 지리  근성이 더 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양

육지원체계의 강화는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둘째자녀 출산의도는 첫째자녀 양육으로 인한 신체 , 정신  어려움

이 어들면서 변화한다. 양육의 기쁨이 증가하고, 주변의 두 자녀 가정

의 아이들을 보면서 형제자매의 필요성을 차 느끼면서, 둘째자녀에 

한 출산의도가 생겨나기도 한다.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있다고 해도 바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직까지 

첫째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지

원체계가 약하거나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자녀 출산 포기는 피임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피임은 가장 확

실하게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없음을 표 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자녀 출산할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난다.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둘째자녀 계획이 없어서 둘째자녀 출산을 한 구체

인 ‘노력’은 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둘째자녀를 출산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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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재에는 없는 둘째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둘째자녀 계획이 있어서 출산을 한 노력을 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이 경우, 둘째자녀 출산을 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둘째자녀 출

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을 한 과정에서 반복된 유산과 난

임으로 둘째자녀를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둘째자녀를 포기하는 유형은 확실하게 피임하여 둘째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없는 유형과 둘째자녀 계획 가능성이 있는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자녀를 완 히 포기한 상자에게 둘째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로그램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둘째자녀 계획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집단을 상으로 한 둘째자녀 계획

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그러나, 둘째자녀 계획 가

능성이 확실하게 없다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형제 자매의 

필요성으로 인해 둘째자녀에 한 욕구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둘째자

녀 출산 욕구가 생성된 시기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인센티 를 제공

하는 것 한 둘째자녀 출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자녀 출산욕구가 생기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상 이라

고 인식하는 출산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

들은 2-4살 터울이 한 출산간격이라고 인식하 다. 그러나 여러 상

황  여건에 의해 둘째자녀 출산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하 다. 

한 출산간격을 두고 둘째자녀를 출산하려는 욕구에 효과 으로 응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다. 즉, 한 자녀 출산 후에 한 시기 내

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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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00년 에 어들면서 등장한 출산으로, 한국에서 출산 문제

가 국가  화두로 등장했다면, 유럽 등지의 여러 선진국 등에서는 한국 

보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앞서 출산 상과 이에 련된 논의

가 나타났다. 출산 상의 장기화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구

조의 고령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력 제고를 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가족정책이란 가족에 한 국가의 직  

행 (activities)를 의미하는데(Kamerman & Kahn, 1978), 여기서 국가

의 행 란 국가가 어떤 특정 가족 형태를 선호하고, 거기에 속한 구성원

들이 그 형태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다(Bourdieu, 1996).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출산율을 높이기 해 직장보육지원, 지원, 보육서비

스,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정책은 출산의 시기와 자녀수를 결정하는 행동에 향을 다.

부분 출산 국가들의 궁극 인 정책 목표는 한 여성이 둘 이상의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 다면 둘째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국가

으로 혹은 개인 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먼  한 여성이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체출산율(합계출산율 2.1)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장기 으로 재와 비슷한 수 의 인구 구조를 유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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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한 체출산율에 근 한 출산율은 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인 차원에서도 둘째자녀 출산은 의미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에서 수행한 2009년 국 결혼  출산동향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

(20~44세)의 이상자녀수는 평균 으로 2.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출산

아 수는 이상자녀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출산아 수가 이상

자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나 돌 과 같은 경제 이고 실

인 어려움 탓이 크다. 생애주기로 보자면 만혼  첫 출산 시기의 지연

으로 인해 첫째 아이까지는 출산했지만 둘째 아이를 갖기는 어렵게 되

기도 한다. 즉 출산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발

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실 인 어려움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라는 것

이다. 이러 의미에서 둘째아 출산지원정책은 많은 개인들이 겪고 있는 

실 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를 갖도록 도와주

는 의의가 있다.

둘째아 출산지원은 다각 인 측면에서 가능하다. 첫째, 결혼시기와 첫

아이 출산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둘째아 출산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2010년 기  평균 혼연령이 남성은 31.8세, 여성은 

28.9세이다(통계청 2011). 한 여성의 평균 첫아이 출산연령은 30.1세

로 30세를 넘어섰다. 평균보다 늦게 결혼하거나 출산한 여성이라면 둘째

아를 출산할 수 기회가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아이 출산연

령을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첫아이와 둘째아이의 터

울을 이는 정책이다. 터울을 인다는 것은, 출산연령을 앞당김으로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 으로나 생물학 으로 가 되는 출산의 어려

움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첫아이와 둘째아이 양육을 

함께 함으로써 규모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셋째 가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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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여 으로써 첫째아 출산에서 둘째아 출산으로의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다.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첫아이 양육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극 인 

양육비 지원은 보다 많은 가정에서 둘째아 출산을 가능  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일터에서 자녀를 가진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킴으로써 

둘째 출산을 가능  하는 정책이다. 를 들어 첫째아 출산 과정에서 이

미 경력단 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불이익을 겪었던 여성이라면 두 번

째 출산을 고려하긴 어려울 것이다. 일가정을 양립가능  함으로써 둘째

아 출산으로 이를 용이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의 여러 선진국 에 이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 고, 이

러한 정책  지원으로 출산율이 회복된 사례가 있다. 랑스, 스웨덴, 핀

란드가 그 이다. 한 오래 부터 출산 국가에 속하 던 일본도 최

근 출산정책을 통해 미진하게나마 출산율이 상승하 다.  

랑스는 1980년  심각한 출산을 겪었으나, 정부의 극 인 아동 

 가족 정책의 효과로 2000년  이후 오히려 ‘미니 베이비 붐’이 일고 

있는 국가로, 2008년 합계출산율 2.0 이상을 기록하 다. 최근에는 출산 

 양육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유아 환 정책(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이라 불리는 랑스의 가족 정책을 심으로 둘째자녀 출

산  양육에 있어 정부가 어떤 제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스웨덴은 90년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1999년까지 출산

율이 감소하다 2000년  이후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스웨덴의 범 하고 보편 인 가족정책의 도입과도 

상 이 있지만, 스웨덴의 두 자녀 규범(two-child norm)에 기 한 제도

 보장과 상 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제도 으로 지원하는 “스피

드 리미엄(speed premium)” 정책을 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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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2004년 이후 합계출산율 1.8이상을 꾸 히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한 매우 높은 나라  하나이다. 핀란드에서

는 특별히 둘째자녀 출산에 주목한 정책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발달한 육아휴직제도가 있고, 가정에서 직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

게 지 되는 홈 어 수당(child home allowances)이 있다. 이러한 제도

 지원을 통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동시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시아 국가 에서는 유일하게 1970년 부터 

출산 상이 나타났고, 1994년 엔젤 랜을 시작으로 오래 부터 출

산 정책을 시행해온 국가이다. 그리고 2004년 ‘아동육아응원 랜’에 이

르기까지 수회의 출산에 한 정책  개입이 있었으나, 계속해서 출산율

이 감소하다가 2006년 ‘새로운 출산 책’이후 소폭 상승하 다. ‘새

로운 출산 책’이 이 의 일본의 출산 정책과는 어떤 차이 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둘째자녀 출산 정책을 도입할 때 고려한 

들에 해 고찰해볼 것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론에 이어, 2 부터 차례로 랑

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각 은 크게 두 부

분으로 나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각 국가들의 인구 구성  사회  

특성을 심으로 둘째자녀 출산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국가  맥락을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해당 국가의 련 정책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리고 마지막 6  소결에서는 4개국의 정책들을 종합 으로 살펴보고 한

국에서는 어떤 정책  함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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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의 유아환영정책(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

  1. 프랑스의 인구 구성 및 사회적 특성

서유럽에 치한 랑스는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하는 547,030㎢의 

면 으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본토 이외에 해외 랑스령

으로 마르티니크 과들루 , 니옹, 랑스령 기아나가 있고, 그밖에 6

개의 해외공동체(마요트, 생마르탱, 생바르텔 미, 생피에르미클롱, 리

스 푸투나 제도, 랑스령 폴리네시아), 1개의 특별 공동체( 벨칼 도

니), 1개의 해외 토( 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 앙 정부 직할의 공유

지인 무인도인 클리퍼턴 섬이 있다. 국민총생산규모는 2010년 USD 

2,194.1, 일인당 국민소득은 USD 33,835, 경제성장률은 1.5%이다

(OECD, 2010). 

랑스 국립통계청(www.insee.fr)에 따르면 랑스령의 체 인구는 

2012년 약 65,350,000명으로 랑스 본토에 약 6천3백만 명, 해외 

랑스령에 약 2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 규모로 볼 때 랑스는 

EU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랑스는 1999년 이후 

재까지 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변화와도 깊

은 련이 있다. 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하나

다. 랑스는 2차  이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의 부

족, 연령의 고령화 인구의 도시집 화 등 사회 문제를 겪었으나, 랑스 

정부의 극 인 아동과 가족을 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 효과를 거

두어 2000년  이후 오히려 ‘미니 베이비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

과, 지난 25년간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7년 1.98명에서 2008년 2.02명으로 증가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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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참조). 이러한 출산율은 랑스에서도 1981년 이후 최고치이며, 유

럽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이 1.5명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 랑스는 유럽국가들  출산율 1 로 선진국들  드

물게 이민자 증가보다 출산이 인구증가에서 더 큰 향을 주는 나라이

다. 이런 상은 최근 랑스가 여성의 산 연령 증가나 은 계층의 

결혼 기피 상 등을 완화시키기 해 추진하고 있는 극 인 출산장려

정책의 결과로 평가된다. 물론 랑스 사회도 여성의 첫째 아이 출산 평

균연령이  높아져 1998년 29.3세에서 2008년 30세로 바 었으며, 

그  52%가 법  결혼을 하지 않은 커 (Pacs) 사이에서의 출산이다. 

결혼은 하지 않으나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의 수는 10년 에 

비해 10% 증가했다(Prioux, 2008). 결혼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

하는 의미에서 지난 1999년에는 사회연 약(Pacs)이라는 제도를 도입

해 동거커 도 결혼에 하는 각종 사회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 동거커  사이에서 태어

난 혼외 자녀들도 랑스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갖가지 육아지원 

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꾸 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랑스도 최근 노인층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인구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2009년 1월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6명  1명이 퇴직자이며, 

체 인구의 8.7%가 75세 이상이고 16.5%가 65세를 넘었다(1999년의 

경우 각각 6.9, 15.7%). 반 로 20세 미만의 인구는 1999년에 체 인

구의 25.9% 지만 2009년에는 24.8%로 감소했다. 그 결과 10년간 노

동 참여 인구(20-64세)는 58.4%에서 58.7%로 0.3% 증가하 다. 결국 

랑스 사회도 최근 출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결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산인구에 비해 복지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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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자료 : OECD(2011)

랑스는 한 미국만큼이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이

다. 랑스 국민  약 4분의 1은 부모 혹은 조부모  어도 한명이 

외국인이다. 오늘날 랑스에는 약 5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으며 그들 

10명  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Simon, 2001). 랑스 인구의 

8.1%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은 부분 일자리를 찾아 랑스에 이주한 사

람들로 랑스의 옛 식민지인 알제리, 모로코, 그리고 포르투갈, 이탈리

아 출신들이다. 과거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랑스로 온 이민자들

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북아 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수가 늘고 있

다. 이민자들의 증가 경향을 본다면, 1990년 이래 이민자의 수는 18% 

증가했다. 결국 랑스 사회의 인구증가율이 7%에 이른 것은 이민자들

의 덕분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수의 이민자들은 랑스 국 을 취득하고 

있으며 2004년을 기 으로 총 이민자의 40%에 해당하는 2백만 명이 

랑스 국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이 랑스 국 을 취득하고 랑스 사회에 쉽게 응할 수 있

도록 오래 부터 외국인 동화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긴 했지만 랑스 

사회에서 이민자들은 아직도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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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랑스의 옛 식민지엔 마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출신 이민자

들도 주로 비 문 이고 임  노동을 담당해 경기 침체기에는 량실

업 상태에 놓 다. 한 이들은 부분 이슬람교도이므로 종교 인 면에

서도 서구 사회와는 다른 가치 이나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 랑스인

들과 이민자들의 문화 차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외국 이민자들의 지

역별 거주 분포는 인구 도가 높고 산업화된 지역인 수도권과 지 해 

연안, 알 스, 알자스와 북부지역에 집 되어 있다.

랑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51.4%(OECD기 )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높은 편이다. 랑스에서는 일 이 여성의 사회참여

가 이루어져 1970년  에 이미 25-69세 여성의 반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오늘날에도 여성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다 거의가 맞벌이 부부

이며, 독신 여성 역시 개 직업을 가지고 있어 4명  3명은 취업하고 

있다. 이 게 여성의 취업률이 높으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실직률이

나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Asfa Essfi & 

Buffeteau, 2006).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75년에 비해 14-24세 여성의 

취업률은 차 어드는 반면 학 졸업이후 결혼과 자녀양육기인 

25-49세 여성의 취업률은 차 상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 의 

증가 등으로 취업 연령이 과거에 비해 차 높아지고 있으며, 육아에 

한 사회  지원의 증가 등으로 결혼과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을 단하

는 여성의 비율은 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Insee, 2008). 

일반 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랑스의 

경우에는 용되지 않고 있다. 출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49세의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일

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랑스 사회가 사회 인 양육지원체계

를 제공해 으로써 모성과 사회  활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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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두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자녀  3세 미만이 최소 1명 이

상인 여성의 종일제 취업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비율은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히 낮아진다. 신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랑스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국가 정책 인 차원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한 방안으로 강조하지

는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제 노동은 근본 으로 각 개인의 경제 인 안

정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차별을 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페미니스트로부터 심한 반 를 받고 있기 때문

이다.

한편 여성 취업률은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모 가정의 경우 동일한 경우 양부모 가정보다 

노동 참여율이 낮다. 그러나 자녀가 3세 이상이 되면 편모 가정의 여성

취업률이 양부모 가정보다 더 높아진다. 이것은 가족의 생활 경비를 여

성이 조달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일반 으로 학

력이 낮은 여성들이 학력이 높은 여성들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Insee, 2006).

  2. 프랑스의 유아환영정책(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

랑스는 매년 국내총생산의 1%인 20억 유로(약 3조원)를 가족정책

으로 지출한다. 그리고 가족구성  출산장려를 보다 직 이고 통일

으로 지원하기 해 2004년 이후에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직  출

산장려지원체계를 “유아 환 정책(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

이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여 운용하 다. 이와 련한 직 지원제도

로서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해 기본 지원 (임신지원 , 유아

출산지원 )을 주는 것이 있고, 간 지원제도는 2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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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해 가족보험수당을 제공하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 소득

층 가족에 해 가족보험수당을 제공하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 

소득층 가구에 해 추가로 보충수당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양육지원정책을 개선하여 국립보육시설설립을 확 하고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세 을 공제해주며, 육아보조원창출을 확 시키고 보육 련 

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1).

그동안 랑스의 가족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목 을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출생아 지원에 주력하 다. 그리나 최근에는 취약계층 가족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  유아 보육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 

목 을 다양화하고 있다. 랑스의 가정에 한 원조에는 엄 한 의미로

의 아동수당, 주택수당, 세제상의 원조 조치가 있다. 그리고 아동 수당은 

아이 수에 따라 아이의 양육비를 원조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여 지

된다. 다음은 아동 수당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가. 자녀수에 따른 출산휴가 및 출산 ‧ 육아수당

랑스 노동법은 임산부에 해 출산  6주, 출산 후 10주의 유  

출산  유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무 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출산‧육아수당도 있다. 아이 한명 당 889.72유로(한화로 약 134만원)를 

출산수당으로 지 하며, 아이가 세 살이 될 때 까지 부모의 여에 따라 

월 177.95유로(약 27만원) 정도의 육아수당이 지 된다. 부모가 출산으

로 인해 휴직하면 국가가 월 552.11유로(약 83만원)를 보조한다(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5), 2009).

랑스는 아이를 낳게 될 여성에게 출산 정일 6주 에서 출산 후 

10주 사이에 최소한 16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 으로 부여

5) 랑스 가족수당지 처, 이하 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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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자녀부터는 다음 표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기

간이 출산  8주간 그리고 출산 후 18주간으로 연장된다. 산모는 의무

으로 최소한 8주 동안(그  6주는 출산 후) 일을 단하고 쉬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소 

두 배로 길어져 출산  12주, 출산 후 22주로 연장된다. 이 휴가기간 

동안의 여에 해당하는 보상 은 사회보장기구가 지 한다.

〈표 4-1〉 자녀수에 따른 휴가기간

태어날 자녀수 기존자녀수
출산전 

휴가기간

출산후 

휴가기간
전체 출산휴가

1
0-1  6주 10주 16주

2이상  8주 18주 16주

쌍둥이 - 12주 22주 34주

세쌍둥이 이상 - 24주 22주 46주

출처 : CAF, 2009

나. 가족 수당(Af: Les allocations familiales)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 되는 수당으로 자녀수와 자녀 연

령에 따라 차별 으로 지 되며 정부재원의 28%를 차지한다. 소득과 상

없이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가 만 20세까지 지 되는 수당으로 두 자

녀일 경우 매월 123.92유로(약 19만원), 세 자녀는 282.70유로(약 42만

원), 네 자녀는 441.48유로(약 66만원), 그 뒤로는 자녀 한 명 추가 시 

158.78유로(약 24만원)씩 추가된다.

다. 출생 및 입양수당

부모가 임신했을 경우에 14개월 이내에 해당 가족수당지 처(CAF)나 

의료보험공단(Caisses Primaires D’assurance Maladie, CPAM)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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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임신 7개월부터 889.72유로(약 134만원)가 지 된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되며 1779.43유로(약 270만원)를 

지 한다. 이러한 수당 지 은 개인의 2007년 소득에 따라 차등 결정되

며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소득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표4-2. 참고).

〈표 4-2〉 연간 소득의 한도액(2007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자녀수

(출산예정포함)

부모 중 한 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편부모 또는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 32,813 유로 약5000만원 43,363 유로 약6500만원

2 39,376 유로 약6000만원 49,926 유로 약7500만원

3 47,251 유로 약7000만원 57,801 유로 약8500만원

자녀1일당추가 7,875 유로 약1000만원 7,875 유로 약1000만원

라. 기초수당(L’allocation de base)

출산과 입양의 경우 2자녀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출산은 자녀가 만 

3세까지, 입양의 경우 만 20세까지 지 되며 소득액이 한도액미만 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77.95유로(약 27만원)가 지 된다.

마.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Clca: Le complement de libre 
choix d’activite)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입양포함)일 경우 제공되며, 육아 때

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시간제로 일을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표

4-3.참조).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만3

세까지 지 되며 입양의 경우에는 지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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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 금액

직장을 그만둔 경우 반일제 미만인 경우 50-80 시간제인 경우

기초수당 

수급가정
374.17 유

로
약 56만원 241.88 유

로
약 36만원 139.53 유

로
약 21만원

기초수당 

비수급가정
552.11 유

로

약

83만원
419.83 유

로

약

63만원
317.48 유

로

약

48만원

랑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구든지 임신 3개월부터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출산  육아수당을 비롯한 가족수당을 받

을 수 있다. 그 지원의 정도는 부모의 소득 수 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

지는데, 이는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  한 쪽은 자녀를 양육하기 해

서 일을 그만 두거나 노동시간을 일 수밖에 없고, 국가는 그에 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랑스

에서는 자녀를 낳고 기라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

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할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랑스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일을 공 인 역으로 끌어들여, 

1997년 후반부터 출산율이 상승하 다. 랑스는 철 히 출산장려정책

을 고수하면서, 아동 수당 지  상에서 ‘한 자녀 가정’은 제외시켰고, 

둘 이상의 다자녀 출산정책을 유지하 다. 를 들어 여수 도 두 자

녀보다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높다. 이는 정책 으로 둘째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 자녀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한 경제 인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한 랑스는 정책 으로 보육시설을 확

충하여 양육에 한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Morgan, 2003). 이와 같이 랑스의 ‘유아환 정

책’은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 으로서 정책 인 목표에 도달

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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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premium)

  1. 스웨덴의 인구 구성 및 사회적 특성

스웨덴은 450,000㎢ 크기의 북유럽에 치한 국가로,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USD 39,013로 세계에서 생활수 이 매우 높은 

국가  하나이다. 인구는 2012년 재 약 950만 명으로 인구의 85%

가 스웨덴의 남쪽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1㎢ 당 20명의 인구가 거주하

고 있어 비교  인구 도가 낮고, 289개의 자치단체 부분에서 1만에

서 2만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단일민족국가이지만 최근 이민이 

늘어 170개 이상의 외국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하 고, 체 인구의 5분

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편으로 

2011년 남성의 평균수명은 79.81세, 여성의 평균수명은 83.70세이다. 

스웨덴의 노년인구(만 65세 이상)은 1960년 와 비교했을 때 재 두 

배 이상으로, 2011년 노년인구는 체 인구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만 0세에서 17세의 아동인구 한 총 인구 비 비율 면에서 스

웨덴 인구의 20.2%로 유소년 인구 한 많은 편이다(Sweden 

Statistics, 2012). 

한 스웨덴은 복지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뽑힌다. 2차 세계

이후, 사민당(Social Democrats)의 지속 인 집권 하에 스웨덴의 사회

복지 개념은 공동체(community), 연 (solidarity), 정의가 심이 되는 

공평한 사회건설을 한 수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간 생활의 불가침

성, 개인의 자유  존엄성, 만민 평등성, 성 평등, 약자를 한 연 는 

스웨덴의 사회, 정치  통을 표한다. 이러한 사회  배경 아래 개인

의 복지와 안녕은 매우 기본 인 것이며 특히 여성과 아동에 한 복지

는 오래 부터 스웨덴 사회에서 매우 요하게 여겨지는 이슈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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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 이 스웨덴에서는 성 평등을 실 하기 해서 모든 개인은 

유 고용을 통해 경제  독립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

를 두고, 1980년 고용기회평등법안(Equal Opportunities Act)가 제정되

었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한 스웨덴에서 아동의 양육책임은 부모나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책

임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부모지원,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이를 실 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복지국가

로서의 맥락은 앞으로 소개할 보편  출산 정책의 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화

자료: OECD

스웨덴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흥미로운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가들의 1960년  이후 꾸 히 출산력감

소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의 출산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롤러코스터 출산력’이라 불린다(Hoem & Hoem, 1996). 1960년  

반 이후 출산율이 꾸 히 감소하다가 80년 에 다시 상승, 그러다 90년

 다시 감소, 그리고 1999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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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웨덴의 경제  상황의 변동과 계가 깊다. 실제로 경기 침체 

직 인 199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1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로 노동력 부족, 높은 물가상승률, 높은 실업률을 

겪으면서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여 1998년 합계출산율은 1.5을 기록한다. 

이는 80년 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청년층

의 실업률은 고학력으로 이어졌고, 교육 기간의 연장은 아이를 갖는 것

을 더 어렵게 했다. 즉 이 시기 은 세 는 안정되고 임 이 높은 일자

리를 얻기 까지 출산을 지연하 다고 할 수 있다(Hoem. 2000; 

Duvander & Olsson, 2001; Anderson, Duvander & Hank, 2005). 

한 스웨덴의 출산력 변화는 보편  가족 복지의 성공스토리이기도 

하다(Bernhardt, 1993). 스웨덴에서는 1960년  후반, 1970년  , 심

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한 

요구가 증가하 다. 이러한 정치  분 기 속에서 이인생계부양자 모형

이 지지를 받았으며, 이인생계부양자 모형은 이분 인 조세제도, 육아지

원시설의 확 , 새로운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에 의해 실화 되었

다6).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취업자에 한해 제공되는 형태의 제도 고, 

실업 상태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90년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던 상황에서 은이들은 출산 연기를 선택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범 하고 보편 인 특징을 갖는 개선된 

가족정책이 도입되면서 출산율은 다시 상승하게 된다. 첫 번째가 법률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6) 70년  반 이후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표)와 출산율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는 공공보육시설의 확 라는 결과를 낳았다. 즉 가족 내 육아의 기능이 아

웃 소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어릴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핀란드와는 조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오히

려 가족 내 양육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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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도 동일한 제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상당

히 많은 인구가 법 인 ‘비혼(unmarried)’상태이다. 를 들어, 2005년 

만 35세 인구를 기 으로 여성의 53%, 남성의 61%가 비혼 상태로 나

타났다. 이는 은 세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증가하 기 때문이다. 비혼 인구의 증가는 자연 으로 혼연령의 상승

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혼연령의 상승이 첫 

아이를 갖는 연령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05년 스웨

덴 여성의 혼연령은 32세, 남성의 혼연령은 35세로 나타나지만 오

히려 첫 아이를 갖는 연령은 여성이 29세 남성이 31세로 더 이른 것으

로 나타난다(Statistics Sweden, 2007). 이러한 경향은 자연 으로 편모, 

편부가정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표 4-4>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가족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스웨덴 정부에서는 가족의 

형태와 상 없이 자녀가 있다면 보편  수 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한 스웨덴은 강력한 두 자녀 규범(two-child norm)을 고수하고 있

다(Statistics of Sweden, 2002).  첫 출산 평균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갖는 가족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로 부분의 여성들이 둘 이상의 아이를 낳고 있다. 이는 제도 으로 아

이를 갖지 않는 이들 못지않게 아이를 갖는 이들로 하여  제도 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지

원이 ‘롤러코스터 출산력’ 배후의 안정  ‘두 자녀 가정 형태’와 안정  

코호트 출산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두 

자녀 규범’이 가장 잘 반 된 정책이 ‘스피드 리미엄(speed 

premium)’제도이다. ‘스피드 리미엄’은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

써 둘째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90∙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표 4-4〉 2005년 스웨덴의 가구형태 비율

 (단위: %)

가구의 형태(unit) 퍼센트

자녀 없이 동거하는 커플의 비율  27
아이와 함께 동거하는 커플의 비율  19
아이와 함께 사는 싱글 여성   4
아이와 함께 사는 싱글 남성   2
아이 없이 혼자 사는 여성  18
아이 없이 혼자 사는 남성  17

다른 가족형태  13

전체 100
주: 아동의 연령은 만 0세에서 17세

출처 : Survey of Living Condition, Statistics Sweden, Statistics Sweden 2006.

  2.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스웨덴은 자녀를 출산하면 장기간의 유 휴가를 부여하는데, 첫 자녀

를 낳은 지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와 같은 조건

의 부모수당을 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은 커 의 둘째자녀 출산을 권

장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1). 이러한 장기간 유 휴가를 보장하는 것

을 통상 으로 ‘스피드 리미엄(speed premium)’이라 부른다. 1980년 

처음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혜택이 제공되는 둘째를 낳는 기간은 첫째 

출산 이후 최  24개월 이내로 한정되었으나, 1986년 30개월로 확 되

었다(Anderson et. al., 2005).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해 소득이 있는 근로를 포기할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육아휴직은 2002년 

이 에 출생한 자녀에 해서는 45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해서는 

480일이 주어지며 육이 휴직은 부모 모두 각각 240일씩 동등하게 나

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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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각자에게 주어진 240일의 육아 휴직 일을 다른 배우자에

게 양도할 수 있으나, 2002년 이 에 출생한 자녀에 해서는 어도 

30일을 2002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해서는 어도 60일을 육아휴

직기간으로 가져야 한다. 한부모의 경우, 480일을 모두 육아휴직기간으

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출산 정일 60일 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부모훈련과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살까지 혹은 자녀가 등학교 1학

년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직일은 하루를 나 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1/2일, 1/3일, 1/4일, 1/8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웨덴은 1998년부터 소득의 80%에 하는 액을 육아휴직

여로 지 하고 있다. 480일  390일까지는 소득의 80%를, 남은 90

일 동안에는 정액비율로 지 된다. 즉 육아 휴직 여는 소득수 에 비

례하여 달라지며7), 실직상태이거나 소득층인 부모에게는 180일간 일

정 액이 지 된다. 한 최소 수 의 지  액이 정해져 있는데, 출

산 후 90일 동안 2006년 7월 1일 이 에 태어난 자녀에 해서는 매일 

60크로나(약 9,600원),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해서는 

매일 180크로나(약 28,800원)가 제공된다. 

스피드 리미엄은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 자녀

와 동일한 수 의 육아휴직  육아휴직 수당을 지 함으로서 첫째 출

산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출산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효과는 수혜자의 교육수

과도 상 이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 사회의 구성원 

각각이 동질  성격(homogeneity)을 갖고 있기 때문 일 수도 있고, 동

시에 스피드 리미엄이 이러한 사회  동질성을 잘 반 한 정책이기 

7) 최  액수는 월 19,000크로나(약 300만원).



92∙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때문에 이러한 보편 인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Anderson 

et. al., 2005).

  

제4절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와 홈케어 수당

  1. 핀란드의 인구 구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북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핀란드는 면 의 1/3

이 북극권에 속한 빙하의 나라이다. 공식명칭은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이며 핀란드어로는 ‘Soum’이다. 핀란드의 뜻은 원리 ‘호수

의 나라’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가장 북쪽에 자리

한 이 나라는 육지의 71%가 울창한 냉 림으로 뒤덮여 있고, 그 사이

로 6만여 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산재해 있다. 핀란드는 자연경 이 뛰

어나고, 계 의 차이가 분명하여 여름에는 한 밤 에도 태양을 볼 수 

있으며 물이 많은 나라로도 손꼽힌다.

면 은, 338,148 평방제곱미터로 남북길이는 1,165km이고 동서 최

비는 550km로 북쪽으로 스웨덴, 서쪽으로 보트니아 만, 남쪽으로 핀

란드만, 동쪽으로 러시아 연방에 국경을 잡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

와 스웨덴 통치하에 있다 1918년에 공화제를 실시하여 처음으로 독립된 

통일국가를 이룩하 다.

산업구조는 제조업 26.4%, 산림업 3%, 건설업 6.4%, 농업 2.9%, 

기, 가스, 수도 2.6%, 도소매 19.1%로 구성된다. 사회주의와 자유시정

경제가 혼합된 선진경제국으로서 국민총생산이 인구성장률보다 빨리 성

장하고 있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의 1/12미만으로 남부지역에 제한되며 

경작지는 국토의 1/12를 차지하여 보리, 귀리,  등과 같은 곡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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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되고 사탕수수, 감자, 딸기, 건포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제재업은 

핀란드의 주요산업이고, 임산업을 통해 목재, 합 , 종이, 펄  등을 생

산하고 어업으로는 청어와 유럽 농어가 주여 어획의 어종이다. 체 산

업에서 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만 요 속이 바나듐, 수은, 은,  

등과 철 , 아연, 구리, 니  코발트 등이 매장되어 있다.

핀란드의 인구는 약540만 명(2011년 기 )으로 핀란드 인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스웨덴인이 약 6%이며 러시아인도 살고 있다. 핀란드

어를 사용하는 국민은 93%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국민은 6%정도이다. 

인구는 남쪽 지방에 집하여 분포하고, 북쪽 지방은 인구가 드문 편이

다. 헬싱키를 포함한 우시마 지방에서는 인구 도가 100인/km2에 이르

지만 랩인들이 사는 라피 지방에서는 2인/km2에 불과하다. 주요 도시는 

헬싱키, 탐페 , 투르쿠 등 세 도시이고, 핀란드 국민  6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생활을 한다.

〔그림 4-3〕 부양인구(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100명당 피부양인구(만 1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의 수(Number of Children(age under 15) and elderly(age over 

65) per 100{

출처: www.stat.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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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 상이 나타나고 있

어 1900년  반 0-14세 인구는 체 인구의 35.1%를 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16.7%로 3배가량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최 로 65세 이

상 인구수가 15세 미만 인구수를 과하는 등 고령화 상이 더욱 심해

지고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4-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핀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940년 와 

50년 에 약 3.5에 달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수 을 유지하며 꾸 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04년 이후 1.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산연

령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로  늦어지고 있어 2011년을 기 으로 평균 28.4세

이다(표 4-5. 참조)(Statistics Finland, 2012). 

〔그림 4-4〕 핀란드의 합계출산율 변화 persons in working-age (age 15-64)

 

출처: www.stat.fi

한 핀란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단히 활발하고 남녀평등이 세계

으로 잘 실 된 나라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7.8%(2011년 기 ),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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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에 달한다. 이  시간제근무를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정도이다. 그러나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제를 기 으로 43.7%로 상 으로 낮은데, 이는 자녀를 출생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한 결과라 하겠다.

〈표 4-5〉 각 년의 출산아수, 합계출산율, 여성의 평균출산연령 및 초산 연령

출산아수 합계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평균 

첫 출산 연령

2002 55555 1,72 29,9 27,7

2003 56630 1,76 30,0 27,9

2004 57758 1,80 30,0 27,8

2005 57745 1,80 30,0 27,9

2006 58840 1,84 30,0 28,0

2007 58729 1,83 30,0 28,1

2008 59530 1,85 30,1 28,2

2009 60430 1,86 30,1 28,2

2010 60980 1,87 30,1 28,3

2011 59961 1.83 30,3 28,4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부터 다양하고 체계 으로 발달해왔다. 가족정책 역

시 일과 가정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양육

수당, 보육 련 보조  지 , 입양휴가 등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구축되어 있다. 핀란드의 이러한 가족 정책은 개

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당면한 경제 인 어려움과 돌 에 

한 부담을 완화시켜 으로써 여성들이 부분 자녀 둘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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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와 아동 양육 수당

핀란드에서는 1960년 부터 부모가 가정에서 직  신생아 는 아

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진 으로 개선해 왔다. 1964년에

는 모성휴가(출산휴가)와 수당을 지 하 고, 1978년에는 아버지들도 부

성휴가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련법을 개정하 다. 부모육아휴직 기간

은 ( 재, 2009) 43주(약 10개월)이다. 1985년부터는 부모는 아동양육

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s)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아동양육

수당은 부모육아휴직과 수당이 끝난 직후부터 지 되며, 3세 미만의  

다른 자녀가 있거나 공립보육시설을 다니게 될 때 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를 해 사용되는 모든 휴직기간동안 고용상태는 법 으로 보장된다

(Ministry of Social Affair and Health, 2004). 

가.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

① 모성휴가(maternity leave) : 모성휴가(출산휴가)는 일요일을 제외하

고 150일이다. 엄마들은 출산  30일에서 50일, 출산 후 55일에서 

75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성휴가(paternal leave) : 아빠는 출산 후 최  3주(1일에서 18일)

이내에 부성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일제 는 시간제 부모휴가(full-time or partial parental leave) : 

모성휴가가 끝난 후 어머니나 아버지  한 사람이 부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휴가는 일제 부모휴가와 시간제 부모휴가가 있다. 부

모휴가 기간은 158일이며, 둥이를 출산할 경우 한 자녀당 주말을 제

외한 60일이 더 늘어나며 조산인 경우에는 부모휴가기간이 208일이 

된다. 그리고 여는 휴직 이  소득의 66%가 지 된다. 부모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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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제 부모휴가에서 1회 당 신청할 수 

있는 최소 휴가일은 12일이며 육아휴직은 한 달이다. 그 지만 고용인

과 피고용인 간의 합의 하에 육아휴직의 최소기간인 한 달을 덜 쓰면 

2회 이상 일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다.

④ 일제 육아휴직(full-time child-care leave) : 자녀가 3세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날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이 아이가 입학할 때까지만 이용가능하다. 

⑤ 시간제 육아휴직(partial child-care leave) : 이 휴가를 신청하려면 

고용주와 근무기간 단축에 있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여의 40%에서 

60%만 받게 된다. 부모휴가가 끝나면 부모 모두가 시간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부모가 동시

에 신청할 수는 없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자녀가 입학한 이후에 사용

할 수 있다. 1학년까지이며 만약 자녀가 의무교육이 연장되었다면 3학

년도 해당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장애를 가졌거나 

오랫동안 질병으로 워있거나 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일 경

우 등에 한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동안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진다. 따라서 부모 각각이 일별 는 주별 단

로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돌본다. 는 오 에는 엄마가 오후에는 아

빠가 돌볼 수도 있다. 부모가 동시에 일제와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빠가 부성휴가나 육아유직이거나, 다

자녀일 경우에 유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

⑥ 일시육아휴직(temporary child care leave) : 부부가 자녀와 같은 

집에 살지 않을 경우, 를 들어, 주말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는 임시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휴가는 법 으로 혼인한 

경우에 부여된다. 한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만 10세 미만의 자녀

가 아  경우 하루에서 나흘의 근무일을 조정해서 돌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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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란드의 홈케어 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s)8)

핀란드의 부모들은 부모휴가(parental leave)가 끝난 이후, 고용이 보

장되면서 육아휴직(child care leave)을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고용주는 육아휴직과 련해서 피고용주(육아휴직을 낸 

부모)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신 부모는 홈 어 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s)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홈 어수당은 부모가 

직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불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에

도 지불될 수 있다.

홈 어수당은 사회보험기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KELA)에

서 지불한다. 액은 모든 수 자가 동일하지만 가족규모나 월 에 따라 

액이 추가된다. 2012년 재 홈 어수당은 매달 294,28유로로 한화로 

약 411,321원이다. 3세 이하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94.09유로

(131,511원),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94.09유로(131,511원)가 추가된다. 

소득에 따라서 추가된다. 액은 한명의 자녀에게만 지 되는데, 매달 

168.19유로(235,082원)이다. 시간당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70유

로(약97,840원)을 받는다.

다른 나라의 양육수당이 일반 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재분배를 해 아동양육에 따른 개별가족의 경제  부담을 경

감하고 아동빈곤 방을 목 으로 실시되는 제도라면, 핀란드 홈 어 수

당은 육아휴직과 연동되어 직업을 가진 어머니 는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를 직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어린 자녀를 직  돌보면서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  손실을 보상, 휴직 후 직장으로의 복직 보장, 복직 이후에도 부

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휴직제도와 홈 어 수당을 통해서 높

8) 홍승아(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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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랑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도 높

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수

이다.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지원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일본의 아이‧육아 응원플랜 및 새로운 저출산 정책

  1. 인구 구성 및 사회적 특성

일본은 아이아의 동북쪽, 태평양 서쪽에 치한 섬나라로 체 면 은 

남한 면 의 3.8배이고, 한반도 체 보다 1.7배 넓은 38만㎢이며, 세계

에서 60번째로 넓은 국가이다. 2010년 기 으로 인구는 1억 2805만 명

으로 60번째로 넓은 국가이다. 행정구역은 1도(都: 도쿄도(東京都)), 1도

(道: 홋카이도(北海道)), 2부(府: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43

(縣: 기후 (岐阜縣), 나가노 (長野縣) 등)의 총 47개로 나뉘어 있으

며, 수도는 도쿄(東京)이다. 98.5%가 일본인이며, 한국인, 국인, 필리

핀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2010년 기  국내총생산(GDP)은 5조 3909

억 달러로 세계 3 의 경제 국이다.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선 드물게 1960년  이 에 이미 인구 환을 완

료한 소산소사형 인구동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은 오랫동

안 출산 상태가 지속되어오면서, 인구고령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

지만, 이러한 출산 추세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개

인의 출산형태에 향을 미치기 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 다가 70년  반 이후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90년 에 어들

면서 엔젤 랜(Angel Plan)같은 제도를 통하여 자녀 출산, 양육과 련

한 사회  경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출산율이 증 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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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을 간 으로 조성하고자 하 다.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아래 [그림 4-5]와 같다. 1930년 

4.71명이었던 것이 1950년 3.65명, 1970년 2.13명까지 하되어 1970

년 랑스와 국의 2.72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Chesnais, 

1998). 1960년 반 이 까지 일본은 인구가 과다하다는 고정 념이 있

었고, 출생률의 하에 의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

지만 이것은 곧 수정되게 되었다. 즉 인구의 감소 경향은 장래의 신규 

노동력을 감소시키게 되고 동시에 생산연령층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일

본에서는 당시, 이 노동력 부족 상이 경제성장을 하하게 할 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가 특히 강조되었다.

그리고 1975년 합계출산율 2.05를 시작으로 체출산율 이하로 떨어

지기 시작, 70년 부터 출산 상은 시작되었지만, 고령화에 가려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출산이 정책의제화 되는 계기는 1990년의 

‘1.57쇼크9)’로, 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쉬운 환경조성을 한 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당시 이미 둘째자녀부터 취학 까지 지 되는 아동수당제도에 

한 폐지론이 반 되어 첫째 자녀부터 만 3세까지 매달 5000엔으로 지

범   수당 액이 확 되었고,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를 제정하여 기존의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출산 후 최  1년

까지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 다. 1994년에는 휴직기간  휴직 

당시 임 의 25%를 지불하여, 피고용인 연 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

를 면제해 주기도 하 다. 1994년 12월에는 아동양육지원과 련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해 장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9) 1990년의 1.57쇼크란, 년(1989)년 합계출생율이 1.57과 ‘병오년’이라고 하는 특수요인

에 의해 과거 최 던 1966년 합계특수출생률 1.58을 돌았던 것이 명되었을 때의 충

격을 가리키고 있다(신윤정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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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엔젤 랜(Angel Plan, 1994-1999)을 수립하 다. 1999년 

신엔젤 랜에서는 ‘육아휴직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에도 임 의 

40%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재완, 최 선, 2006). 이러한 정책  노

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에는 1.46으로 1.50 가 

무 진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다, 2005년에는 일본의 합계출산율 역사상 

최  수 인 1.26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 이상의 출산의 진행에 응하고 출산 책의 근

본  확충, 강화, 환을 꽤하기 해 2006년 6월 정부  여당의 합의

를 얻어, 출산 사회 책 회의에서 ｢새로운 출산 책에 하여｣(이

하, ｢새로운 출산 책｣)가 결정되었다. ｢새로운 출산 책｣은 출

산 책의 근본 인 확충, 강화, 환을 꽤하기 하여 사회 체의 의식

개 과 아동과 가족을 소 히 여기는 에서의 시책확충이라는 두 가

지를 시하여 40개 항목에 걸친 구체 인 시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

터 용하 다. 정책의 효과인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2009년 합계출

산율이 1.37을 기록하는 등 차 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나, 결코 

낙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일본의 ｢새로운 출산 책｣은 특히 가족과 지역의 유 감 형성과 

사회 체의 의식개 을 이루기 한 국민운동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가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계없이 모든 육아가정을 지원한다는 

에서 육아지원책 강화를 내세우는 , 아동의 성장에 따른 육아지원

의 요구가 변해가는 것에 주목해 임신  출산에서 고등학생부터 학

생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성장에 따른 생애주기별로 4기로 나 어 육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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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

｢새로운 출산 책｣에 의해 아동수당제도의 유아가선이 창설되었

고10) 생후 4개월까지 호방문사업(안녕하세요 아기사업)을 실시하여 생

후 4개월까지의 유아기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지원에 한 정

보제공이나 양육환경 등을 악하 고, 육아휴직 여율을 인상하 다. 

그리고 방과 후 아동 랜을 추진하 는데 이는 각 시정 에서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 후 아동클럽을 일체 으로 혹은 제휴하여 실시하는 ｢방

과 후 아동 랜｣을 2007년 창설해 원칙 으로 모든 등학교구에서 방

과 후 아동이 안 하고 건강한 활동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 기업이 일정 요건을 채우는 사업소 내 탁아시설을 설치

했을 경우 세제상의 우 조치가 강구되었다(신윤정 외, 2008:32).

일본의 출산과 양육에 한 지원  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

이 아동수당과 육아휴직제도이다. 두 제도 다 일본에서 오래  제정된 

제도이지만, 출산에는 그리 큰 향력을 끼치지 못하 던 제도이다. 그

러나 2005년 일본이 최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

고, 2007년 제도가 개선되었다. 자세한 내용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0) 2007년 4월부터, 3세 미만아의 아동에 한 아동수당 월액을 종래의 5,000엔에서 일률

으로 1만엔으로 인상하 다(신윤정 외, 2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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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

에 아동의 건 한 육성  자질향상이라는 목 으로 1971년 아동수당법

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2004년 이 까지 아동수당 지 상 연령은 3세 미만까지이었는데, 이

를 연장하여 2000년부터는 의무교육취학 (6세에 도달한 해의 연말까

지)까지 확 하 고 2004년 등학교 3학년(만9세)까지 그리고 2006년 

등학교 6학년(만12세)까지로 상을 더욱 확 하 다. 그리고 2007년 

4월 속한 출산 진행을 고려하여 다시 개정을 거쳐 3세 미만 양육자

에 한 아동수당액을 첫째 아이  둘째아이에 해 확 하여 출생순

에 계없이 일률 으로 월 1만 엔으로 인상하 다. 

일본에서 처음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을 때, 수  상은 셋째자녀부

터 으나, 1985년 법률개정으로 둘째자녀까지 확 하 고, 1990년의 개

정으로 재는 첫째자녀부터 지 하고 있다. 한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아동수당의 지 을 받기 해서는 주소요건, 양육에 한 요건  

소득에 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07년 개정된 법에서는 부양가

족이 피부양배우자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780만 엔 미만인 경우(단, 

임 노동자의 경우 860만 엔 미만일 경우) 수당이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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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일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변천

구분 1972 1986 1992 2004 2006 2007

지급

범위

셋째

이후

둘째

이후
첫째부터

대상

기간
중학교 취학전 3세미만 초등학교3 초등학교6 만3세 

미만

초등학교 

6

 수당액

(단위 

엔화/월)

 3,000

둘째자녀

2,500 첫째, 둘째자녀  5,000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1만 엔

첫째, 
둘째자녀 

5,000
셋째자녀

부터

5,000

셋째자녀 이후 

10,000

셋째자녀 

이후 

10,000

나. 육아휴직제도 개선

2007년 2월부터 육아휴직 여율을 휴직  임 의 40%(40% 의 

10%는 복직 후 지 )에서 50%(50%의 20%는 복직 후 지 )로 2009

년까지 잠정  인상하기로 하 다(신윤정 외, 2008:32). 그리고 지 까

지 육아휴직을 취득한 후생연  피보험자에 해 자녀가 1살이 되기 

까지 보험료를 면제하 고 여산정을 할 때 육아휴직 취득 직 의 표

 보수 월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 는데, 2004년 6월 국민연 법 개정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 다.

첫 번째, 육아 휴직 의 보험료 면제조치를 자녀가 3살이 되기 까

지로 연장하 으며, 두 번째, 아이가 3살이 될 때 까지 근무 시간 단축 

등을 통해 표  보수 월 이 어든 경우 보험료는 실제로 어든 임

을 기본으로 산정하는 한편, 장래 연 액을 산정할 때에도 종 의 표  

보수월 을 기본으로 산정하 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사람이 

복직하여 육아를 이유로 보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개

월 동안의 보수 월 을 기본으로 표  보수월액을 개정하 다(신윤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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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내용 정책 목표 지점 비고

프랑스

2004년,｢유아환영정책(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
한 자녀가정을 제외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아동수당이 제공됨. 
아동수당은 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도 달라지고, 
급여액도 달라짐. 
그 종류는 가족 수당, 출생 및 입양수당, 기초수당, 
취업자유선택보조수당 등 다양함.

자녀 양육비 지원 

가족 복지 

2008:184).

일본에서 아동수당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오래 부터 있었던 제도이

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향상에 

거의 향력을 주지 못했던 이유  하나가 소득제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 제한은 모든 계층의 정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2007년 소득기 이 완화되면서 아동수당이 보편  수당

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한 일본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만을 그 수

혜 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족 수당이 동거커 이나 

편모, 편부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유형에도 용된다. 이는 유럽국가들의 

경우와는 다른 일본 정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제6절 소결 

지 까지 살펴본 랑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의 둘째자녀 출산 장려

를 한 정책들을 정리하면 <표 4-7> 같다. 

〈표 4-7〉 둘째아 출산 정책 내용 및 정책 목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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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내용 정책 목표 지점 비고

스웨덴

‘스피드프리미엄(Speed-premium)’
스피드프리미엄은 첫 자녀를 출산한 지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와 같은 

조건의 부모수당을 제공하여 둘째자녀 출산을 

권장하는 제도.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기간 중 390일까지 소득의 

80%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남은 90일은 

정액비율의 금액이 제공됨.

첫째와 둘째의 

터울 줄이기

핀란드

‘육아휴직제도’ 및 ‘홈케어수당(home care allowance’
출산 시 모성휴가를 비롯한 부성휴가, 전일제 또는 

시간제 부모휴가, 전일제 육아휴직 및 시간제 

육아휴직 등 육아휴직제도가 발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홈케어 수당이 제공됨. 

일 가정 양립

부모의 직접 양육 

지원

일본

2006년, ｢새로운 저출산 대책｣

국민의식개혁운동 및 육아지원책 강화 

아동수당제도 개선 : 소득기준 완화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급여율 50%로 

한시적 인상, 육아휴직기간(3세까지) 보험료 

면제조취 등

저출산대책의 

근본적 확충, 
강화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유사하면서도 다른 정책들을 랑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에서 펼치고 있고, 정책의 효과 한 다르다. 그 이유는 각 

사회가 처한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다. 를 

들어 스웨덴은 육아휴직 시 여로 소득의 80%를 지원하는데, 그 다면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 부담도 매우 클 것이다. 이는 복지혜택도 크지

만 동시에 재원 마련을 해 고율의 조세부담을 동의하는 사회  합의

를 필요로 한다. 

각 사회가 가진 가족규범도 그 차이를 만든다. 랑스, 스웨덴의 경우 

법률혼으로 형성된 부부가 아닌, 동거커 (consensual unions)에 해서

도 동일한 제도 인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법률혼이 아닌 계에서 



제4장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해외정책 사례연구 ∙107

남녀의 동거(cohabitation)는 아직 한국과 일본에서는 공개 이거나 보편

인 형태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법 이거나 제도 인 혜

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치 이고 문화 인 토양이 다르다고 하여  국가들

의 성공 인 정책 사례를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회  맥락이지

만 우리나라의 문화  토양을 고려하 을 때도 실효성 있을만한 정책  

내용 한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사례가 그러하다. 핀란드의 휴가제

도 , 시간제 육아휴직과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는 우리나라의 ｢제2차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미 상당부분 반 되어 있다. 한 핀란

드의 ‘홈 어 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직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

장 좋은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러한 입장은 많은 한국 

가족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

은 수당의 도입은 많은 가정들에게 환 받을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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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둘째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둘째자녀 

출산을 높이기 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 다. 기존 연구와 달리 패

자료 이용하여 보다 엄 하게 연구를 수행하 으며 질 연구를 병행하여 

둘째자녀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과 그 과정에 해 심층 으로 연

구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양 연구는 여성가족패 조사를 이용하여 한자녀 여성을 상으

로 출산계획과 출산경험을 분석하 다. 출산계획과 련하여 44세 이하 

한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에서 약 45%정도가 출산계획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 에서 약 80%가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 분석결과, 연령이 낮고, 교육수

이 높은 여성이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계 특성과 련하여, 결혼만족도,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갖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교육과 련하여 남편, 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출산계

획을 갖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환경과 련하여 기혼여성

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첫째자녀 교육비를 게 지출할수

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의 가치

과 련하여 자녀를 일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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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경험과 련하여, 패 자료를 이용하여 한자녀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을 추 조사한 결과, 1차조사 이후 1년 는 3년 이내에 임신/출산

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3.5%, 38.6%로 나타났다. 한편 1차조사에서 

출산계획을 지닌 여성 에서 1년 는 3년 이내에 임신/추산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42.7%, 64.5%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신/출산과 련된 요

인은 출산계획과 련된 요인과 체로 유사하 다. 연령 가 낮고, 교

육수 이 높고, 업주부의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계와 련하여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을

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의 연구 결과들은 질 연구에

서도 확인된다. 

질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둘째자녀 출산계획은 첫

째자녀 양육으로 인한 신체 , 정신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첫째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

에는 둘째자녀 계획이 없거나 연기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첫째자녀를 양

육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자녀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한 어려움은 그에 따른 지식과 경

험의 부족이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해 

교육하는 방안 한 임신과 양육에 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

라고 기 할 수 있다. 육체 인 어려움은 노산인 경우에 더 크므로 둘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해서는 첫째자녀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요하다. 이는 앞의 양 연구에서 밝힌 연령이 둘째자녀 출산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인 어려움은 임신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비용이 높다는데 

있으며, 주소득원의 고용불안과 낮은 소득은 그러한 비용에 한 부담감

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내 교육비 지출이 둘째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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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양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둘째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해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과 교육에 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고용안정  소득지원 방

안 한 함께 고려해야한다. 

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첫째자녀 양육시기부터 정책 인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랑스나 핀란드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국가의 출산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둘째

자녀에 해 아동수당을 지 해오던 것을 1990년 이후에는 첫째자녀부

터 아동수당을 지 하 다. 우리나라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

비 지원정책은 부분 셋째자녀 이후의 출산에 집 되어 있다. 재정자원

의 제약으로 인해서 두자녀를 이미 출산한 다산가정에게 주로 양육지원

이 제공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둘째자녀 출산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상 으로 낮을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한

자녀 가정에게는 재의 한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이 매우 크고, 아직 결

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은 커 에게는 첫 출산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 다산을 장려하기 한 지원뿐만 아니라, 첫 자녀 출산과 양육을 어

렵게 하는 심리 , 경제  제약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출산지

원 정책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한자녀 가정으로 차 확 할 필요

가 있다.

한 첫째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센티  방식의 일회성 지원

보다는 장기 인 양육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 재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가출산에 한 지원은 출산포상의 형태로 일시 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시 인  지원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

용을 장기간 지원하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써 실질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제도

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양육수당제도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의 경제  



114∙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수 과 상 없이 안정 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율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형평성 제고에도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사 인 지원체계나 사회  지원체계를 통

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남편과 시모  친모의 양육지원은 양육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둘째자녀 출산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는 양 연구에서서 지지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남편의 육아참여 확

를 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

어 남성의 가사  양육참여에 한 극 이고 공평한 역할분담에 

한 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동안 남성의 가사  양육참여

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도의 확 와 함께 남성들의 가사  양육분담에 한 의식이 동반되어

야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자녀양육은 시모와 친모와 같이 믿고 맡기기 편한 지원체계가 선호된

다. 친인척에게서 양육지원을 받는 사례 한 상당부분 존재한다. 따라

서, 친인척 양육자를 이용할 경우에도 양육지원 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직장여건들 를 들면, 믿을만

한 직장보육시설이 이용 가능한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여건들 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정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제도의 유무이외에 제도의 질 인 부분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 장려 외에 질 인 부분에 한 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취업모의 

직장생활 복귀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자녀 출산의도는 첫째자녀 양육으로 인한 신체 , 정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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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변화한다. 첫째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어들고 형제자매의 필요

성을 느끼는 시기에는 둘째자녀에 한 계획을 세운다. 둘째자녀 욕구가 

생기는 시기는 개인편차가 존재하지만, 2-4살 터울의 출산간격을 이상

으로 인식한다.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 출산장려 정책들은 둘째자녀 계획에 한 

욕구가 있는 시 에 히 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둘째

자녀 출산간격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 제도 도입이 둘째자녀 출산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스웨덴의 스피드 리미엄은 둘째자녀 출산간격을 일 수 

있는 인센티 를 제공한다. 취업모가 첫째자녀를 출산한 후 30개월 이내

에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첫째자녀를 출산한 당시 받는 수 의 육아휴직

여액을 둘째자녀 출산시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스피드 

리미엄은 둘째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한 출산정책이다. 그러나 원래는 

여성이 출산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완화하는 

양성평등을 진하는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Anderson, 

2008). 여성이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

별을 정책 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 결국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소시켜 출산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둘째자녀 출

산 간격을 일 수 있는 인센티 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과 같은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 으로 양육환경에 유리한 여건들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압력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첫째자녀 출산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자녀 주의 출

산장려정책들을 한자녀 가정에게까지 확 하고, 둘째자녀 욕구가 있는 

시기에 한 정책  응을 한다면, 사회 반에 걸쳐 두 자녀를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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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수 있는 기반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장

치들은 우리사회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한 가치를 높이고, ‘두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양육규범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으로 

단되며, 이는 곧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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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노산이 자녀에게 부정적임
노산이 양육을 어렵게 함

노산으로 

인한 임신 및 

양육의 

어려움

노산으로 양육이 힘듦

노산으로 출산 어려움

노산이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함노산으로 후속임신 어려움

노산은 기형아 낳을 확률 높음

어린자녀 양육이 두렵고 어려움
양육의 두려움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 

잘 몰라서 양육이 두려움

임신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양육경험과 지식 없음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받고 싶음

남편의 고용이 불안정함
남편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주소득원의 

고용과 

소득불안정 남편의 소득이 낮음

사회나 주변의 자녀양육과 양육자의 

가치 인정 부재

남편과 사회의 가사와 양육의 

낮은 평가

가사와 양육 

가치 평가 

낮음

남자들의 양육가치 인정 필요함

자녀양육과 가사일이 가치 없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불만

가사와 양육의 가치에 대해 사회와 

남자들은 낮게 평가

부록

[부록 1] 질적연구 자료의 범주화 및 개념화

<부표 1〉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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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자녀양육만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받을 것에 대한 억울함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함

전업주부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하려 함

전업주부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 

싫음

수면부족
수유로 인한 수면부족

육체적 어려움

수유의 어려움

임신 중 어려움 임신의 육체적 부담

회복안된 몸으로 양육은 더 힘듦

양육의 육체적 부담노산이 육체적으로 힘듦

아이와 늘 붙어 있어 힘듦

남편의 육아스트레스 이해 부족
남편의 이해부족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남편의 양육 비협조

자녀양육의 육체적, 정신적 힘듦

양육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양육자 자유 제한

부부 눈높이 양육에 필요한 인내심 부족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

출산으로 쉬는 텀 경험은 한번만 

하고 픔
임신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자녀 양육비용 높음
자녀양육비용 높음

경제적 부담감

영유아 병원비 부담 큼

산후조리원 비용부담 큼 자녀 출산 비용 높음

예채능과 주요과목 사교육비 비용 높음 자녀의 사교육비 높음

남편의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부담감 높음 남편의 경제적 부담 큼

노후와 주택구입 마련에 대한 부담감 큼

출산 후 직장복귀로 인한 양육자 

구하기 어려움

대리양육 구하기 어려움
대리양육의 

어려움

양육자 구하지 못해 직장복귀 어려움

어린이집과 양육자 부재로 아내의 

직장복귀 어려움

어린아이의 어린이집 경험이 부정적

믿을만한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이 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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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부재로 아이가 힘듦

엄마  취업으로 아이기 힘듦부모 부재는 자녀에 대한 감독부재로 

불안함

영유아 시기 시장구입 양육자에 대한 

불신

믿을만한 양육자 이용 어려움
영유아 때 믿을 만한 주변인 양육자 

선호

시댁의 다른 손주 양육, 원거리 친정, 
양육방식 다름으로 본인 양육 선호

남에게 자녀양육 맡기는 것 싫어함
본인이 직접 키우기를 원함

본인이 직접 양육선호

친인척 양육자의 이용의 불안정함 대리양육자 이용 불안정성

남편 누나들의 취업으로 시댁의 양육 

원조 받지 못함

시댁원조 어려움

조부모의 

양육지원 

양가부모로부터 양육지원 못받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큼

양가부모의 양육원조 가능하나 거리가 

멀어 이용어려움

시댁의 경제적 원조는 기대에 못미침

시댁원조 불만족양가부모님의 양육원조 없어 서운함

시어머니와 양육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

친정의 양육원조의 어려움

친정원조의 어려움
친정과 먼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어려움 

친정모의 형제의 자녀양육으로 

본인이 도움 받지 못함)
간헐적 양육자 이용 가능으로 부부 

여가 즐길 수 있었음
조부모 원조로 인한 여가 가능

시댁의 경제적 원조로 금전적 부담감 

감소

조부모 원조로 경제적 부담간 

감소

시댁의 물질적, 경제적, 심정적 원조의 
도움이 유용함

친인척 양육자에게 적은 양육비용 지출

친정식구들 도움으로 수월한 산후조리

시댁의 경제적 원조로 금전적 부담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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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양육 도움에 대한 불만 큼

남편의 원조에 대한 불만족

남편의 가사 

및 양육 원조

남편의 가사 참여에 대한 불만

남편은 아내의 양육정보에 대해 

듣기만 하고 실천은 안함

남편과 자녀가 따로 여가생활
남편의 가족유대 약함

남편들의 가족소속감 없음

남편의 원조는 도움은 되나, 시간이 

부족함
남편이 양육할 시간이 부족

남편들의 일 중심적, 자기 중심적 

시간 배분으로 양육참여 비동참 남편의  양육사용시간에 대한 

불만남편은 시간 없지만 자녀와 가끔 

놀아줌

남편의 퇴근시간 빠름. 자녀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편. 남편의 양육 사용시간 조건 좋음

아빠 양육참여의 높은 만족도로 인한 

양육의 수월함

남편의 양육원조 만족함
가사와 양육의 지속적이고 높은 

빈도의 아빠 참여

가족중심적 사고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 
높음

남편과 자녀교육과 양육 상의함
남편과 양육분담 잘 됨

남편과 양육부담이 잘 되어 있음

임산부와 직장맘에게 유연한 직장생활

임신에 유리한 사업장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직장여건　

임신중 유연한 근무시간과 배려로 

몸이 회복됨

'임신휴가' 받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함

임신 중 직장동료들의 배려 있음

충분한 기간과 경제적 도움이 된 

출산휴가

출산에 유리한 사업장
출산휴가로 인한 휴식과 수월한 

첫자녀 양육

출산휴가 후 직장복귀 연기 가능으로 

사업장 혜택 봄

직장탁아의 긍정적 경험

직장육아의 혜택을 봄출산휴가 후 직장탁아로 직장복귀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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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과 직장 병행 본인이 조절 

가능한 상황 양육에 유리한 직장

재택근무 가능한 직장

한 자녀만 있으면 갈등 없음

한 자녀의 장점
한 자녀만으로 
충분한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 줄 수 있음

시댁의 둘째 출산 압력 있음
시댁의 둘째 출산 압력

둘째 출산 

필요성

장손 출산 압력 있었음

친지분들의 둘째 출산 압력 주변의 둘째 출산 압력

주변보고형제자매필요성인식 형제자매 필요성 인식

남편이 수술함 적극적 피임

피임임신 됐으나 유산/피임 안함 피임 안함

임신이 안된 것을 안도함/수술하지는 

않음
소극적 피임

둘째 가능성 있으나 지금은 아님 둘째출산 연기 또는 회피

둘째출산 

회피/포기
둘째출산 포기 둘째출산 포기

반복적으로 유산되어 자포자기 노산으로 둘째출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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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설명서

연구주제 : 둘째자녀 출산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자 :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슬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자들의 둘째자녀 출산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개별 심층 면담 (1회당 1~1.2시간 내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분석될 것입니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귀하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2~3회의 

재면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가족에 

관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본 연구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의 이름과 그 외의 

개인적인 정보는 지울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분석한 후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할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외 사회복

지 및 정책 분야에 발표 및 게재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담에 참여하신 경우라

도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면담 

도중 귀하는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연구에 관해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연구자인 정은

희 초빙연구위원 (02-380-818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연구자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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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둘째자녀 출산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방안 

연 구 자 :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슬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예 아니오

연구목적을 이해하십니까?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본 연구참여에 따른 장, 단점을 이해하십니까?  
자료의 비 성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연구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연구목적을 위해 

면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되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다는 것을 압니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성명          날짜              서명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

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성명          날짜              서명

* 본 참여동의서는 두 장을 작성하여 한부는 참여자가 보관하고 한부는 연구자가 수거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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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참여자 간략정보

참여자 번호 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둘째자녀 출산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개인이나 가족에 관한 모든 정보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응답

에 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

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위한 미래설계에 소중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문1. 본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하의 성별 :  

 1-2. 출생년도 :                

 1-3. 결혼년도:                

 1-4. 귀하의 첫째자녀 출생년도:                

 1-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 대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1-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음

 1-7. 귀하는 현재 취업하고 계십니까?  

① 취직 중  ② 구직 활동 중  ③ 비취업(일을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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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귀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① 주택소유         ② 전세         ③ 월세 

 1-9.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족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응

답해주십시오.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문2.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배우자 나이 : 만          세

 2-2. 결혼할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         세

 2-3. 배우자의 교육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 대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2-4. 배우자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음

 2-5. 배우자께서는 현재 취업하고 계십니까?            

 2-6.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문3.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자녀 수 :              명

3-2. 자녀의 성별: 첫째  ________ 둘째 ________________

3-3. 자녀의 만 나이: 첫째 만    세  둘째 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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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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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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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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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 신용카드 결재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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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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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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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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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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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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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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