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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의 자녀 양육 부담: 교육비와 출산 결정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1)

문아람(정보통신정책연구원)2)

송아영(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유선(고려대학교 국정설계연구소)

제 1 장 서론

 1980년대 초반 한국의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은 인구 대체 

출산율(replacement rate) 2.1 이하로 기록된 이래, 1990년대 1.3 이하를 유지하며 

저출산 (low fertility) 국가로 진입하였다. 특히 최근의 출생아 수 급감3)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15~64세)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생산인구 

감소는 국가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와 사회보장비용 지출 증가 

1) 본 연구는 학봉장학재단을 통해 제3회 학봉상 연구부문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2) 교신저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e-mail: ahrammoon@gmail.com)
3)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가장 낮은 TFR을 보였으며, 2000년에 약 63만명이던 출생아수는 2017

년 35만 7771명으로 집계되어 최소값을 기록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부담과 출산 

행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예측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추정하여 출산 여부 및 출산아 수와의 관계를 로짓 모형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출산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을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나누면,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수준인 가구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키워드: 저출산, 사교육비, 출산행태, 자녀양육부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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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삼식, 최효진, 2014; Sleebos,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초저출산 (lowest-low fertility) 국가로 분류되는 등 출산율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실제로도 2017년 6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 명 이하로 

조사되는 등 앞으로도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한국의 저출산 연구는 일찍이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서구 유럽에서 발달한 이론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시행 결과 실제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2015년 TFR이 

약 1.9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출산율 회복을 경험하였으나, 여타 국가들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와 출산율 회복의 정도가 다름이 발견되었다. 이에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Hoorens 

외, 2011).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정체되어 온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달한 저출산 이론을 답습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행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Anderson & 

Kohler (2013)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저출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육열 (education fever)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인 급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에서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사회계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의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사회가 다층화 되어 갈수록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불안감과 우려는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관련 

지출의 증가를 유발하여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여 왔고, 교육열 현상 

속에 학생들 간의 성적 경쟁, 대학의 서열화, 학벌주의 및 교육 기회 불균등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교육열에서 비롯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Ogawa 외, 

2015). 자녀의 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자녀 양육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부부의 생애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4배 증가함에 비해 동기간 자녀교육비 지출은 약 6배 증가하였으며, 

2011년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3%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규 

외 (2011)는 가계 부채가 있고 소득-지출관계가 적자임에도 자녀 교육비를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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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평균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약 13%로 조사되었다. 

유경원 (2010)은 자녀 교육비 부담분이 가계의 현재 소비행태 및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생애 

주기에서 결혼과 출산 단계에 진입한 청년 세대들에게는 자녀로부터 얻는 

효용보다는 자녀를 위해 과중한 경제적 지원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자녀 교육비 부담은 경제적 부담 및 

불안감을 증가시켜 균형적 삶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부모의 출산 

의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간과했던 한국의 교육열과 

사교육비 부담이 실제 부모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가구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을 예측하여, 

기대교육비용이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로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출산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규 출산 여부와 신규 출산 자녀수와 자녀에 대한 학령별 

기대교육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분석 대상을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나누면,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가구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잃으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하위 50%에 속한 가구에게는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결과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인 한국의 교육열 현상과 

저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저출산과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자료와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제5장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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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배경 

1. 한국의 교육열 현상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률과 높은 교육수준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공교육 체계 안에서의 

교육비투자가 아닌 사교육 영역의 확대와 투자로 인한 교육비 투자 및 교육열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주요 지표로서 활용되나 그 교육 수준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기회로서의 투자가 아닌 사적 교육시장의 확대와 이에 

대한 과도한 투자현상으로 점철된 한국의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 에 따라 인간을 주요한 투자를 

통해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이해하고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투자는 

교육이 대표적으로 교육과 투자를 받은 개인은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론은 서구의 교육체계와 

교육투자 개선을 위한 주요한 이론적 틀로서 활용되었으며 기술적 변혁, 연구, 

혁신, 생산성, 교육, 그리고 경쟁이라는 주요한 개념 안에서 교육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Fitzsimons, 2015). 마강래 외 (2016)는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이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체 사회의 교육 투자 수준이 매우 낮고 교육 성취 수준이 

낮은 사회의 경우, 이러한 인적자본론을 근거로 교육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Olaniyan & Okemakinde, 2008), 이미 높은 교육성취를 보여주고 있고 

교육 투자가 사회 전체적인 거시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인적자본론적인 인식이 

오히려 왜곡되어 부모들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여유진(2008)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유연성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과 투자에 의해 

결정되며 가계의 경제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투자가 사적영역에서 확대된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이는 큰 사회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교육비 투자는 공교육 투자와 사교육 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교육 투자는 

대부분 공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의 투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경우 공교육에 더해 개인이 선택하는 추가적인 형태의 교육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다면 결국 개개별 가구는 사교육의 투자에 가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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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양한 선택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가구별 교육에 대하 열망과 투자에 

대한 의지는 주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사교육 투자와 현황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교육열의 문제화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1) 한국의 교육비투자 현황

 한국 공교육비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부담, 즉 공적투자영역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는 특징이 없으나 공교육비에 민간부담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 2015). 또한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가구별 교육비 지출의 핵심인 사교육비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24.0%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임이 확인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70.5%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82.3%, 

중학교의 경우 66.4%,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55.0%로 점차 비율이 줄어들기는 

하나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방과 후 돌봄 욕구와 관련하여 비교과적인 활동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며 

고등학교 때의 참여율 감소는 직업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의 반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고등교육 (tertiary)이나 고등교육 이외 교육 전반적으로 교육비의 사적영역 

지출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이전의 

교육에서의 사적 교육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국가 전체적인 사교육비 추정으로 확대해보면,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약 3.1%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적인 총액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교육 참여율 역시 2.7% 상승한 수치이며 사교육 참여시간은 2016년 6시간에서 

2017년 6.1시간으로 미비하게 상승하였으나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참여시간 모든 

영역에서 2016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2.7% 감소) 것이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일인당 사교육비 수준이 더욱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열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 내 교육열이 아직도 강력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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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7). 2017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구의 경우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45.5만원이었으며 참여율 역시 

83.6%로 가장 높았다. 이를 저소득 가구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와 

비교해보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9.3만원, 참여율은 43.1%였으며 2~300만원 

구간의 가구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5.3만원, 참여율은 58.3%로 소득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교육비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교육비 투자 규모가 상당하나 공교육투자의 경우 그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교육의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열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 교육비 투자 형태는 결국 가구 내 소득구조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과 영향이 밀접할 수밖에 없다.

 박종서(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지출은 가장 높은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둔화된 소득증가 패턴 속에서 결국 전체적인 

소비 형태의 둔화와 수축을 야기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비지출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어, 가구의 소득규모에 따른 교육비지출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연구로 박문수 외 (2014)는 2013년 

가계 소비지출액을 검토한 결과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교통비 지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여 주된 소비지출임을 보여주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비교적 낮긴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소비지출 영역보다 교육비지출 영역의 증가 폭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현재의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비 투자는 단순히 어떤 

집단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소득집단에서, 자녀가 있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매우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열로 인한 사회현상

 다음으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과 관련한 교육열로 인한 사회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비지출로 인해 가구 소비의 많은 부분을 

교육비가 차지함에 따라 다른 형태의 소비가 위축되고 전체적인 가계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교육열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박종서 (2015)는 이미 많은 

가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양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중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교육비지출로 인한 소비위축은 현재의 소비 

행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 등의 미래 소득 및 소비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에 높은 가구의 경우 이에 상응하여 

연금이나 보험 등과 같이 노후대비에 필요한 저축이나 준비에 소홀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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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복, 이석호, 2017).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집착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수준이 모든 다른 경쟁력을 

앞선다고 믿고 교육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국 성공이라 믿는 지나친 교육열의 

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비지출이 모든 소득집단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기는 하나, 

그 규모나 참여율 정도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보다 거대하고 집중적으로 나타나 

교육기회, 그리고 교육결과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지출은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여유진(2008)은 이러한 사교육에서의 지출 격차,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지위의 고착화는 경제적 능력의 직접효과보다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교육기회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이동의 기회에 있어 경직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재완(2013)은 조사대상자들이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신뢰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계층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상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사회신뢰가 줄어드는 비선형 

형태의 관계가 확인되긴 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사회신뢰를 위해 계층상승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슷하게 이하영과 이수영 (2016)은 그들의 

연구에서 계층상승에 대한 주관적 가능성 인식이 정부신뢰나 국가에 대한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상승이 보장되었을 때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교육비지출에서 발견되는 불평등과 지출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계급의 고착화 및 

세습의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사회 전체적인 신뢰의 저하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어 사회발전의 계기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유진 (2018)은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회는 

폐쇄사회(closed society)로서의 성격이 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고착화되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사교육비지출과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소득불평등이나 

사회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대상일수록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았으며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행복감이나 삶의 의미에 있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차문경, 이희태, 2017). 즉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사회에 대한 

불안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지표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구조의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내 자식만 뒤처지면 어쩌나?’라는 보편적인 

불안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러한 경우 오히려 사교육과 교육비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모 스스로 교육열에 속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교육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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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무리한 교육비 투자를 함에 따라 부모들은 심적 

부담을 받게 된다. 중년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무리한 교육비지출을 하는 

경우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하위소득 집단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선정, 김정석, 2017).

 통계청 (2017)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이 사교육 분야에 참여해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아동권리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비지출의 직접적 

결과는 아닐 수 있으나 교육비지출로 인한 사교육 및 과도한 교육경쟁에 참여한 

아동들이 이로 인해 부정적 발달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겨레 2016년 3월 3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아동들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여주었음을 기사화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을 100으로 두었을 때 

스페인의 경우 가장 높은 118점의 행복지수를 보여준 반면 한국은 82점으로 매우 

낮았다. 한국 아동의 낮은 행복지수의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교육압박과 

학업스트레스가 지적된다. 아동들은 행복지수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발달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되는데 노충래, 김설희 (2012)는 중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보여줌을 밝혔다. 이에 더해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발달결과를 경험 한다 (김성현, 주동범, 2016).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은 이렇듯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규모의 위축 

뿐 아니라 가구 소득수준과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교육비지출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기회에 있어 차등적 경험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의 유연성과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줄이고 고착화된 사회로의 발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 분석 결과 나타났다. 

2. 국내 저출산 정책 동향

1)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및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그림 1>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산출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떨어짐에 따라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로 떨어지는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홍찬숙, 2013).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5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초로 

0명대인 0.96~0.97명으로 예상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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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80~2017년)

출처: 통계청, 『2017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주: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임.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08명 및 2006년에는 1.10명을 

기록하고, 노인인구부양비율(65세 이상인구 대비 15~64세 인구비율)도 2005년 

12.6%에서 2050년에는 72.0%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06년에는 5개년 

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였다 

(박석희, 2007). 이후,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이,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이 수립·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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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연혁

출처: 김종훈 (2018), pp. 9. 

2) 제 1차 및 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은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주된 전략적 목표로 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 친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하는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출처: 대한민국정부 (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p.58. 

 제 1차 기본계획은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육아

지원 시설 등의 자녀 양육환경의 미흡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장애요인의 제거를 저출산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정부, 2008).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

원,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

지역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구성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2005.9.1. 시행)
2005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출범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수립
2008년 11월 제1차기본계획 보완판 수립
2010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수립
2015년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수립
2016년 8월 제3차 기본계획 보완 대책 발표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재출범



- 13 -

근로형태 유연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산 등이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정책의 

주요대상은 저소득 가정이었고, 보육 지원관련 정책들이 기본계획의 중심을 이루었

다 (변수정, 황남희, 2018).

 그러나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한 제 1차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반등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1.08명에서, 2009년 1.15 명으로, 합계출산

율의 급격한 하락추세는 저지하였으나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인구정책은 장기

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 2차 기

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정부, 2011). 제 2차 계획에서는 결혼 및 출산을 기피

하는 이유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경제적 부담과 양

육 인프라 부족 등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와 같은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

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 3대 방향으로 구

체적인 세부 추진정책으로 설정되었으며, 육아휴직제 개선, 야간 보육 및 유치원 종

일반 확대 등 보육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양육수당 확대 등 자녀 양육비

용 지원을 대폭 강화,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 후 돌봄 확충, 보육시설 평가 인

증결과 공개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 제 2차 중첨주

진 과제와 목표는 제 1차 기본계획 당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림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34. 

 제 2차 기본계획은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

으며, 기존의 1차 계획이 보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가족 

양립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강되었다 (변수정, 황남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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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2016-2020)

 2004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 하고 예산을 적극 투입

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외부 환경 및 만혼 심화 등

으로 합계 출산율이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초저출현상이 지속되었

다. 제 1차 계획에 19.7조원, 제 2차 계획에 61.1조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1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며, 무엇보다도 다른 OECD 국가들이 합계출산율을 1.7명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

해,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2016). 

제 1차, 2차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출산율에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에서는 저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동안의 정책이 양육비용 지원 중심

의 미시적 대책에 그쳤다면, 제 3차 계획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저출산 현상의 근본

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구조·문화에 대한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1, 2차 기본계

획의 정책 목표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었다면, 제 3차 기본계획의 목

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현상적인 보육중심 대

책으로만은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드러냄을 인식하고, 노동시장·교육·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와 일가족 양립을 위한 문화대책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55.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제 1차와 제 2차 기본계획이 내용상 자녀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비혼·만혼 등의 젊은 세대의 

혼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현상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되

는 일자리나 주거와 같은 문제 요인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변수정, 황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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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에 따라,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전의 계획들보다 특히 부모의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폭넓게 실시되었다. 

<표 2> 제 1·2·3차 기본계획 보육 및 육아관련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비교

제 1차(2006~2010년) 제2차(2011년~2015년) 제3차(2016년~2020년)

보육 

및 

돌봄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

설 확충, 민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간제 보

육 및 아이돌보미 서비

스 등의 다양한 육아서

비스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 서비

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

비스 확대, 방과 후 돌

봄 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안심하고 믿을 수 있

는 보육,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초등돌

봄 강화, 지역사회 돌

봄, 아이돌봄 서비스 

내실화

보육·

교육비

만 4세 이하 차등 교

육·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사교육비 부담 경

감을 위한 방과 후 학

교 활성화 및 저소득층 

지원

보육·교육비 전액 지

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 양육수

당 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 및 사교

육 부담 경감, 사교육

을 유발하는 교육구조 

개혁, 다자녀 장학금 

지원

출처: 변수정, 황남희 (2018), p.46에서 발췌.

 먼저, 보육 측면에서는 이전 1·2차 계획을 통해 전 계층 무상 보육의 실시로 보

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취업모를 위한 늦은 시간까지의 보육 서비스

는 여전히 부재하는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

다. 또한 국공립 어립이 집은 전체 시설의 15%, 전체 이용 아동의 28% 수준에 머무

르며, 낮은 보수수준 및 장기간 근무 등의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보육 교

사 질 저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등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및 관리 체계의 부

족 역시 큰 문제로 지적 되어왔다. 이에 따라,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맞춤

형 보육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

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어린이집 평균 이

용 시간 및 행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반(6~8시간) 서비스를 신설하여, 질병·병원방

문 등의 긴급한 보육 수요 발생 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

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

였다. 이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하여, 국공립·

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

록 추진 중이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통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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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의 돌봄 여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자녀에 대한 양육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확

대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

책 역시 제 3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차 기본계획이 이전의 계획들과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

담을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교육 개혁 추진을 세부정책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7.4%로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2.2%

보다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높은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으로 사교육이 심화되고, 고착화된 대학서열, 학력 간 임금격차 등의 요인들로 인해 

사교육을 외면할 수 없는 문화는 젊은 층으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는 큰 요인 중

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사교육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삼고, 교과과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기반 조성,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추

진을 통해 일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및 만족도를 높이

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사교육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

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을 통해 학교공부 만으로도 입시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

으며, 학원비 등을 학원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를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고,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대학별 전형계획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 준수 등을 통해 대학진학의 부담을 완화 한다는 입장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이와 같이 육아 및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 3차 기본계획의 정

책방향은 결국, 한국의 교육열 현상으로 인한 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원

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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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1. 해외출산결정원인분석 문헌연구

 저출산이 20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학적인 변화임에 따라 (Adsera, 2004; Morgan & Taylor, 2006), 그 현상과 

원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Adsera, 2004; Castles, 

2003; Hakim, 2003; Hirschman, 1994; Morgan & Taylor, 2006; McDonald, 2001; 

Myrskyla et al., 2011). 저출산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설명은 경제학적 관점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Becker, 1991; Hilgeman & Butt, 2009).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과도 연결되는데, 합리적 선택이론은 자녀가 주는 이익 대비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출산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성낙일, 박선권, 2012). 양육으로 인해 소비되는 보육관련 지출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시장소득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여성은 출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직·간접적인 비용이 클수록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Becker, 1981). 합리적 선택이론이 여성 혹은 

가정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경제적 변수를 바탕으로 출산행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면, 위험이론(risk theory)은 개인의 출산결정은 경제위기 및 경기변동, 직업 

안정성 등의 외부 요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성호, 2009). 현대인들은 

경기 변동과 낮은 직업 안정성, 높은 직업 이동성, 물가 상승 등의 삶의 불안정성이 

증대된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개인적인 미래가 불투명 할 경우,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불안정성 (일자리 박탈, 소득 감소, 경제적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선택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성호, 2009; 성낙일, 박선권, 2012) . 

사회경제학적 요인 외에도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저출산 연구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남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부양자가 되고 여성이 집안일을 맡아서 하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 유지되던 시기에는 가족제도의 공고화를 통한 출산력의 

유지가 가능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이 시장에서 남성들과 같이 경쟁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이루는 등의 강한 가족주의가 해체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했다고는 

것이다 (정성호, 2009). 

 이와 같은 사회경제학적·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저출산 이론들은 주로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여성의 인적 개발이 진행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나, 20세기 후반에는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Kim, 2014; Martin, 2000). 여성의 

성평등적 가치관으로 인해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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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성숙한 국가들에서 출산율의 반등이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이에 따라, 

양성평등 수준이 출산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 영향을 미친다는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양성평등이론의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인 McDonald(2000)의 연구는, 저출산은 사회 내와 가족 내의 

성평등주의적 제도화가 서로 상충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지향적인 제도들(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은 성평등성을 

이루었으나, 가족 내 양육과 돌봄 내동에 대한 가족지향적인 제도들( 

family-oriented institutions)은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체제에 

머물러 있을 때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McDonald, 2000). 단순히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의 여성개발지수의 상승 때문에 저출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는 성평등성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는 엄마가 꼭 

키워야 하고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문화가 지배적일 때,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적게 출산하도록 하는 저출산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 문화나 경제구조는 성평등적으로 변해가는데 반해, 가족 내 

가치관이 변화하지 못해서 아이 출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양성평등이론은 설명하고 

있다 (홍찬숙, 2013). 이 같은 양성평등이론은 특히 가부장적인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양성평등 및 

일과 가정의 조화 정도가 낮고, 아동 양육자로서의 엄마의 역할이 압도적이며 

가족유대가 강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참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가족 내에서도 

일·가족 양립 문화와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여, 여성이 결혼 후 출산을 할 경우 

경력을 단절하고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평등이론에서는 이런 경우에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저출산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사회구조적으로 강압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찬숙, 2013). 

 앞의 설명들이 저출산을 인구경제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면, 

Hakim(2000)의 경우 여성 개인의 선호의 변화라는 문화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고 있다. Hakim (2000, 2003)은 저출산을 설명한 이전의 

이론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혼인연령, 교육연수 등의 변수 중심 설명이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지니고 있으며, 여성 

개인이 일과 가정 중 어떤 삶의 방식을 더 추구하는지(lifestyle preference)에 대한 

선호에 의한 선택으로 출산행태를 설명하는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를 

제시하였다. Hakim(2000, 2003)은 5가지 사회적 변화 - 피임, 남녀간 기회균등, 

화이트 칼라 및 파트타임 직업의 확산,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 가 일어남에 

따라 여성들이 본인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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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과 가족에 대한 선호가 변화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이론들에 비추어 각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박휴용와 여영기(2014)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는 위험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혼령기 젊은 층이 안정된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과 미래 상황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만혼 및 독신주의가 팽창하여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경제적 불안감이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독일의 경우는 공공 어린이집의 

부족으로 인한 양육 부담으로 여성들이 출산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프랑스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적인 일·가족 양립 문화의 구축은 

물론이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한국출산결정원인분석 문헌연구

 한국의 출산결정원인분석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된 200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측면의 저출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서 소개된 

다양한 서구 이론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구의 경제적 여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과 배우자의 

혼인연령 및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 특성,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양육부담·스트레스, 일가정 양립 가능 여부, 자녀 양육 지원 제도 등의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런 

요인들이 실제 출산과 출산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김선숙, 백학영, 2014; 정성호, 2009)

 김정석(2007)은 여성의 출산 행위는 비용편익(cost-benefit)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44세 사이의 기혼 여성 

중에서 첫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7.2%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첫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은 극소수이며, 둘째아부터는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출산행위가 선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김정석(2007)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자료의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출산아수별로 

출산 계획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첫째아 계획은 

이삼식 외(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아계획은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먼저,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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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임시/일용 vs. 상용직)가 둘째아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남편이 임시 혹은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둘째아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둘째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보조자의 존재 여부가 추가 출산에 중요 요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아 출산계획의 경우 남아의 존재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 요소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출산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출산아수별로 출산 행위의 기제가 

다름이 밝혀졌으며, 특히 둘째아 출산부터는 그 행위에 자녀의 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및 양육비용 증가와 같은 경제학적 요인 및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감이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요인 및 양육조건은 출산행태에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출산행태에 주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성은과 우석진(2009)의 

연구는 고용안정과 높은 소득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김현숙(2007) 역시 가구소득과 출산율의 긍정적 관계를 증명하였다. 

반대의 경우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손승영(2005)의 연구와 

정성호(2009), 이보라(2017) 등의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주된 요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열에 의한 자녀양육 부담이 결국 적은 자녀수로 연결된다는 김영주(2005)의 

연구 역시, 경제적 영향과 출산이 높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 주택가격 상승 등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시기를 늦추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정윤태, 2018), 경제상황이 일정하게 회복된 외환위기 이후에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출산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오유진･박성준, 2008; 배정연･홍석자, 2010)들이 제시되면서, 

경제적 요인보다 다른 요인들에 저출산의 원인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앞서 소개한 양성평등이론에서 McDonald(2006)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출산과 양육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성별분업의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의 경우, 이전 세대의 여성보다 교육의 기회 및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에 기초한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결국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출산 시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안정망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는 출산을 포기하게 되어 

이것이 초저출산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성호, 2013). 한국의 저출산 역시 

이와 같은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및 소득활동 단절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홍찬숙, 2013). 실제로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인해 취업 여성들이 더 적게 출산한다는 실증연구들이 뒷받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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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김은지, 2011).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 그래프가 30대에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이후 40대에 다시 복귀하는 M-curve 

모형을 나타났다.(이삼식·최효진, 2014),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경제 및 문화적 요인들이 한국 저출산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같은 한국 고유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3. 양육·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문헌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양육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출산율과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유례없는 교육비 지출과 이에 대한 가구의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교육부담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미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기 이전인 2000년대부터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연구들이 이어졌는데 (이삼식외, 2005; 이인숙, 2005; 

신윤정 외, 2008) 자녀 보육과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라서 교육비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보다는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숙, 

2005).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율과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상승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96.1%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외 (2008)의 보육·교육비 부담과 출산율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적은 

가정일수록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 자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지속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조사결과 향후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는 24%에 

해당하였으며 다수의 76%는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출산의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소득구간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는 적절한 비용이 제공되었을 때 

비용 지원정책에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는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2010).관련하여 신윤정 (2008)의 연구에서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이루어진 경우 보육비나 유치원비의 절감은 자녀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4)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보육비에 대해서는 70%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보육체계에서 유치원
을 선택한 경우 80%의 부모가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다소 낮은 75%, 중학교
는 80%,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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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되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보육비나 교육비의 부담과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교육열과 관련한 자녀 교육부담과 출산의 관련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김경근, 최윤진, 2017), 출산을 회피하거나 추가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나타났는데 경제적 

요인으로는 사교육에 경쟁력 있게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이들의 출산결정이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모두 중산층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은 일종의 불안감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과 걱정에서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 하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본인이 특별하게 

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육·교육 체계에서는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한 자녀 부모의 

경우 중산층이라는 경제적 여유 배경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자녀 출산은 기피하나 

현재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올인(all-in)식 교육투자 및 양육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나만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아이를 낳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자 무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다자녀일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게 되나 한국의 

경우 뚜렷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위 소득 집단의 경우 여성의 

취업비율이 높기도 하며 자녀 수 자체도 중산층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생애 총 자녀수에 있어서는 소득구간 25~75% 집단에 비해 상위소득 

25%의 집단이 더 낮은 수를 보여주었다 (김은정, 2013).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한국적 특수성을 적용시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라도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추가 출산을 

회피하거나 주저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 자녀가 없어 보육이나 교육비 지출 경험이 없는 미혼 남녀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2년 전국 결혼 및 동향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국 미혼남녀들의 경우 결혼 필요성 자체를 60% 

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남녀들의 자녀수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경험한 기혼 

여성들 역시 추가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용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렇듯 교육비 부담은 미혼남녀부터 자녀가 있는 

기혼가정까지 폭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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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가구가 현재 지출하는 영유아 보육비 혹은 청소년기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기혼 가구가 예상하는 기대교육비용과 실제 출산 행태의 

관계를 보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를 활용한다. 본 연구 분석의 주요 변수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지출 비용과 출산력 등이다.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출산 결정 요인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온 부모의 교육 및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해 가구의 인구경제학 변수도 함께 포함된 자료가 요구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2단계 집락계통추출법(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구성하여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 수집 기간이 길어지며 조사에서 이탈하는 가구로 

인한 표본수가 감소되고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 추출로 인해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2009년에는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을 튀해 표본을 추가를 하여 통합표본은 총 6,721가구이다. 1998년을 1차조사로 

시작하여 현재 19차 조사(2016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5)

 KLIPS 자료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해당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용 자료로 나뉜다. 가구용 자료에는 

가구원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의 인적사항, 주거상황,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 등 경제 상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근로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된다. 따라서 

KLIPS에는 분석에 필요한 가구당 자녀의 교육·보육 비용 지출 상황, 가구의 출산 

자녀 수 및 출산 시기, 그 외 인구경제학적인 변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패널 자료로서 개인/가구별 시간가변적(time-varying)인 변인(예를 들어, 

노동참가행태 혹은 소득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을 함께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KLIPS를 주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기대양육비용이 향후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본 연구는 19차 

KLIPS에 포함된 가구의 이전 5년간 출산 행태 변화에 초점을 둔다. 5개년 전 

자료(15차, 2012년)를 기준으로 가임기 여성으로 볼 수 있는 만 19세에서 40세의 

어머니가 포함된 각 가구의 자녀 1인당 기대양육비용을 추계하여 해당 가구의 

2016년까지 출산력과의 관계를 본다. 따라서 KLIPS 15차에서 19차 개인용 및 

가구용 조사를 합쳐서 이를 5개년 패널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15차 

5) 본 연구는 2018년에 수행되어 KLIPS는 19차 조사까지 공개되었으나, 보고서 발간 현재 2019년에는 
20차 자료까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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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어머니의 연령에 관계없이 영유아와 취학 아동(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제 지출하는 양육 및 사교육비 비용을 

조사하여 이를 15차 당시 가구가 예상하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비용을 

추계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KLIPS에서는‘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와 

비용’에 대해 2차 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조사하였으나 조사 내용과 대상에 

차수별로 일부 차이가 있다. 1차 년도에는 조사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3차 년도부터 0세에서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특히 7차 년도 이후에는 대학생 자녀도 포함하여 정규 학교 

등록금도 함께 조사한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 당 보육기관 및 사교육 참여 여부와 

이용 개수, 고등학교 이하 자녀 당 월평균 수업료 정보가 조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녀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그룹에 속한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실제 가구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용 변수로 활용한다. 

 KLIPS에서는 가구 내 각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와 월평균지출 비용을 함께 

조사한다. 사교육 종류에는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돌보미서비스, 온라인 강의, 영어캠프 등 어학연수, 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 교내·외 보충활동 등이 포함된다.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 공통으로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온라인강의, 영어캠프 등 어학연수에 지출하는 비용이 

사교육비 비용으로 집계한다. 가구 내 0세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특히 위의 

공통 영역인 사교육비와 더불어 보육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거나 보육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자녀의 부모, 가족 혹은 친지,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에게 지출하는 추가비용도 더하여 자녀 1인당 

사교육비를 계상한다.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공통 사교육비와 함께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및 교외 방과 후 교실 지출 비용을 더하여 취학 자녀의 1인당 

사교육비로 한다. 

  출산 행태분석에 사용하는 주요 종속변수는 자녀의 수 (quantum)와 관찰기간 

동안의 신규 출산 유무이다. 종속변수로 자녀의 수를 활용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재생산 (reproduction) 결정이 마무리 된 것으로 간주되는 41세 

이상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완결출산력 (completed fertility)을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체 여성들이 관찰기간동안의 출산아 수도 함께 종속변수로서 살펴보게 

된다. 재생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여성의 연령은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요 분석에서는 41세를 기준으로 하나 강건성 확인에서는 그 연령의 

기준을 달리 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재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의 신규 

출산 여부도 살펴보아 기대교육비용이 추가출산과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아래의 <표 3> 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각각 38.6세와 41.4세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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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에 속한 어머니가 5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28.3% 이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약 40.5%로 나타난다. 가구당 15차 당시 평균 자녀의 수는 1.7명이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약 1.4명 존재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고등학생 자녀는 약 1.1명 존재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 포함)는 약 32만 1천원이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중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28만 

7천원으로 다른 학령기 자녀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초 통계량

　 표본수 평균
(비중) 표준편차 최소 최대

어머니 연령 2,155 38.6 6.1 21 57

아버지 연령 2,155 41.4 6.5 24 67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85 50.4 0 1

2년제 대학 졸업 460 21.4 0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10 28.3 0 1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902 41.9 0 1

2년제 대학 졸업 380 17.6 0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873 40.5 0 1

자녀수 2,155 1.7 0.6 0 4

미취학 자녀 1,020 1.4 0.5 1 3

초등학생 자녀 865 1.3 0.5 1 3

중학생 자녀 504 1.1 0.3 1 2

고등학생 자녀 513 1.1 0.4 1 3

연간 가구 소득(10,000원) 2,123 4632.4 2848.4 120 48000

자가 소유 여부 2,155 0.6 0.5 0 1

거주 지역

서울 및 광역시 408 18.9 0 1

중소도시 120 5.6 0 1

그 외 지역 1,627 75.5 0 1

월평균 사교육비(10,000원) 2,155 32.1 34.8 0 315

 미취학 자녀 1,016 19.6 20.5 0 153

초등학생 자녀 859 26.2 23.3 0 315

중학생 자녀 499 28.7 26.8 0 158

고등학생 자녀 513 24.4 32.8 0 175

전체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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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표는 15차 대상;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자녀수 및 사교육비의 평균 통계량은 가구 

내 각각 해장 자녀를 포함된 가구만 대상으로 함; 연간 가구 소득 및 월평균 사교육비의 단

위는 10,000원.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모가 장래 자녀에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교육비용에 의해 

출산 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으로 기대교육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농무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자녀양육비용 추계 시 사용하는 1인당 비용 측정 방식을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 USDA에서는 소비자 지출 자료(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바탕으로 자녀에 해당하는 지출(교육, 의복 등)과 가족 공통 지출 

항목(음식, 주거, 의류, 교통, 건강 등)을 분류하여 각각의 지출을 종속변수로,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득 수준, 가구원수, 막내자녀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가구가 자녀 1인을 

양육하기 위해 지출하는 항목별 비용이 추계된다. 신윤정과 김지윤 (2010)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녀양육비용을 추계하였으나 USDA 방식과 신윤정과 김지윤 

(2010)은 자녀가 소비하는 음식, 주거, 광열비 등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열이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른 자녀양육비를 제외하고 사교육비 항목에 초점을 둔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되지는 않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을 예측한다. 이를 결측치로 처리하는 대체(imputation)방법으로 

예측평균매칭(predictive mean matching, PMM) 접근법을 사용한다.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결측치 처리는 이전 차수 자료 존재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관찰 시점 이전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관찰되지 

않으므로(가임여성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녀의 학령 외의 

학령기별 사교육비는 수집할 수 없음)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전 차수에 

정보가 없으므로 횡단면 자료에서 활용하는 대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지출비용이므로 

연속변수라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MM 

접근법을 활용하여 자녀가 없거나 어려서 가구들의 사교육비 변수 결측치를 

대체한다. 최근방 회귀대체(nearest neighbor regression imputation) 혹은 예측평균 

매칭 방법은 최근방(nearest neighbor) 단위를 바탕으로 회귀모형을 통해 적합한 

값을 찾아 이를 대응하는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PMM은 Rubin(1986)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Little(1988)이 통계적으로 발전시킨 매칭방법으로, 회귀방법과 

최근방회귀와는 두 가지 대체 방법을 혼합한 형태이다.   

 PMM은 선형예측치를 얻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다. 이렇게 예측된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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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값을 가진 가장 최근방의 집합을 형성하기 위한 거리의 지표로서 

사용한다. 이 후에 이 집합에 속에서 무작위로 뽑힌 값이 대체 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PMM에 의한 대체이다. 본 연구 자료는 기준 시점인 15차에 영유아 혹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정보를 바탕으로 15차에서 가임여성이 있는 

가구에서 관찰되지 않는 결측치인 사교육비 정보를 PMM 접근법을 통해 대체한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추계한 자녀 1인당 기대교육비용과 관찰 기간인 5년 동안 신규 

출산한 자녀 유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로짓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패리티 

이행 모형(Parity Progression Model)을 통해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에 

기대교육비용이 미치는 영향도 향후 강건성 검증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종속변수를 신규 출산여부 이외에도 자녀의 수일때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인 

부인과 남편의 연령 및 교육 수준, 자가 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설명변수(control variable)들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부모의 교육 

수준 변수를 각각 세 분류로 한다. 거주 지역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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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우선 19차 조사 시점에 생애 주기 상 출산이 완료되는 41세에 도달하는 어머니에 

해당하는 가구를 15차 조사시점의 분석 대상(15차 조사 당시 모 연령 35세 이하 

가구)으로 하여 기대교육비용과 5년간의 신규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15차에서 

19차까지의 신규 출산 여부라는 더미변수(출산 있는 경우=1, 출산 없는 

경우=0)이므로 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분석 시에는 부모의 연령, 교육 

수준(고등학생 졸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주택 보유 

유무(자가=1, 전세 등 비자가=0), 거주 지역(서울 및 6대 광역시, 지방소도시, 농촌 

등 그 외 지역), 소득 등을 제어변수로서 추가한다. <표 4>의 처음 네 개의 

열에서는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각각의 

기대교육비용이 신규자녀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마지막 열에서는 자녀의 

학령별 기대교육비용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신규자녀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그 결과, 미취학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높을수록 신규 출산을 할 

확률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출산 직후 바로 마주하는 미취학자녀에 대해 예상하는 사교육비가 신규 출산을 

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신규 출산과 기대 교육비용의 관계

　 신규 자녀 유무

ln(기대교육비용)(월평균)

미취학 자녀 -0.162*** -0.162***

(0.06) (0.06)

초등학생자녀 0.008 -0.002

(0.08) (0.08)

중학생 자녀 0.089 0.088

(0.06) (0.06)

고등학생 자녀 0.028 0.026

(0.05) (0.05)

어머니 연령 -0.137*** -0.161*** -0.163*** -0.161*** -0.138***

(0.04) (0.04) (0.04) (0.04) (0.04)

아버지 연령 -0.078*** -0.081*** -0.081*** -0.082*** -0.078***

(0.03) (0.03) (0.03) (0.03) (0.03)

어머니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104 0.108 0.064 0.089 0.037

(0.22) (0.22) (0.22) (0.22) (0.2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133 0.151 0.111 0.150 0.091

(0.25) (0.25) (0.25) (0.2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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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모의 교육 수준변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참조변수(reference variable)로 함; 거주 

지역 분류 변수에서 그 외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변수의 참조변수로 함; 괄호 안은 표준

오차 (* p<0.1,  ** p<0.05,  *** p<0.01)

<표 5> 에서는 위의 분석을 각 가구의 인구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른 기대교육비용이 

신규출산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먼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과 

2년제 대학교 졸업 그룹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부모를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한다. 그 결과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다른 각각의 경우에 모두 미취학 자녀의 기대교육비용이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치(estimates)의 규모(magnitude)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교육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 로짓 모형 

분석 결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취학 자녀의 기대교육 비용이 신규 

자녀 출산을 저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중학생 자녀 혹은 고등학생 자녀의 

기대교육비용이 증가해도 신규 자녀 출산이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를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준 

년도인 2012년도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 상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소득 가구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상대적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30 0.023 -0.023 0.022 -0.019

(0.23) (0.23) (0.23) (0.23) (0.2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312 0.329 0.278 0.311 0.240

(0.24) (0.24) (0.24) (0.24) (0.24)

log (연간 소득) -0.116* -0.144** -0.140** -0.145** -0.114*

(0.07) (0.07) (0.07) (0.07) (0.07)

집 소유 여부 0.049 0.035 0.017 0.038 0.034

(0.17) (0.17) (0.17) (0.17) (0.17)

대도시 -0.115 -0.134 -0.123 -0.152 -0.122

(0.23) (0.23) (0.23) (0.23) (0.23)

중소도시 0.464 0.435 0.575 0.446 0.615

(0.38) (0.37) (0.38) (0.37) (0.39)

상수(constant) 7.491*** 8.256*** 8.090*** 8.245*** 7.291***

(1.22) (1.20) (1.20) (1.20) (1.23)

Pseudo R2 0.088 0.079 0.081 0.079 0.091

분석대상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표본수 706 706 706 706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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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에 대해 

저소득 가구는 신규 출산 확률일 줄이게 되고, 중학생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에 

대해서는 고소득 가구의 신규 출산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의 

부모의 교육수준별 분석과 함께 살펴보면 기대교육비용의 증가가 출산 행태에 주는 

영향은 인구경제학적으로 부유한(wealth) 가구일수록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나, 

가구의 사회경제학적인 수준에 따라 기대교육비용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의 5와 6열은 거주 지역별로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도시 지역으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미취학자녀에 대한 기대비용이 신규 출산을 저해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규 출산과 기대 교육비용의 관계: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별

주: 1) 부모의 교육수준을 2년제 졸업 이하, 4년제 졸업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 2) 거

주지역을 기준으로하여 서울 및 광역시 거주와 중소도시 및 그 외지역으로 나눔; 3) 소득수

준은 통계청 발표 2012년 소득10분위 기준으로 6분위값을 참고로 가구연간소득이 그 이상이

면 소득이 높은 가구로, 이하이면 소득이 낮은 가구로 구분; 4) 제어변수에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연간소득, 주거상태, 거주지역이 포함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신규 자녀 유무

어머니 교육수준1) 아버지 교육수준 거주 지역2) 소득 수준3)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대도시 그 외 낮음 높음

ㅣn(월평균 
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159*
* -0.169* -0.204*

* -0.154* -0.159 -0.203*
**

-0.208*
** -0.098

(0.07) (0.10) (0.08) (0.08) (0.13) (0.06) (0.07) (0.10)

초등학생자녀 -0.006 -0.016 0.003 -0.040 -0.023 0.004 -0.043 0.022

(0.10) (0.14) (0.11) (0.11) (0.20) (0.09) (0.10) (0.15)

중학생 자녀 0.110 0.046 0.011 0.174* 0.046 0.055 0.057 0.203*

(0.07) (0.12) (0.08) (0.09) (0.14) (0.07) (0.07) (0.11)

고등학생 자녀 -0.013 0.162* -0.023 0.081 0.109 0.009 0.041 -0.034

(0.06) (0.09) (0.07) (0.07) (0.12) (0.05) (0.06) (0.09)

제어 변수 4)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Pseudo R2 0.082 0.173 0.116 0.097 0.113 0.104 0.076 0.170

분석대상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표본수 475 231 394 312 121 585 466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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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출산 외에도 전체 자녀수에 기대교육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완결출산력을 주요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랑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표 6>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나 완결출산력은 주로 재생산이 끝난 것으로 파악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향후 강건성 검증 시, 조사 대상을 2016년 당시 

출산행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는 40세 초과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과 중학생자녀에 대한 

기대비용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교육비용 

높을수록 최종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6년 당시 

40세 초과 가구 즉, 2012년 당시 35세를 초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의 3열) 즉, 

부유한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완결 출산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며, 추정된 

기대교육비용은 가구의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부유한 가구일수록 그 

비용도 높게 추정되므로, 결국 기대교육비용의 증가가 전체 가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완결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도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표 6> 전체 자녀수와 기대교육비용의 관계

　 전체 자녀수

ln(월평균 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021* 0.022*

(0.01) (0.01)

초등학생자녀 -0.015 -0.019

(0.02) (0.02)

중학생 자녀 0.026** 0.029**

(0.01) (0.01)

고등학생 자녀 -0.014 -0.014

(0.01) (0.01)

어머니 연령 -0.013** -0.013** -0.013** -0.013** -0.013**

(0.01) (0.01) (0.01) (0.01) (0.01)

아버지 연령 0.009 0.008 0.009 0.009 0.009

(0.01) (0.01) (0.01) (0.01) (0.01)

어머니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31 -0.025 -0.042 -0.015 -0.030

(0.05) (0.05) (0.05) (0.05) (0.0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68 -0.068 -0.080 -0.066 -0.081

(0.05) (0.05) (0.05) (0.05) (0.05)

아버지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74 -0.067 -0.082 -0.071 -0.078

(0.05) (0.05) (0.05) (0.0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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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모의 교육 수준변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참조변수(reference variable)로 함; 거주 

지역 분류 변수에서 그 외 지역을 참조변수로 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표 7>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기대교육비용이 완결출산력에 미치는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이 대도시일수록 미취학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기대 비용이 크게 

완결 출산력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기대 비용은 완결 출산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인구경제학적 계층이 높은 경우 교육비에 대한 

기대비용도 높고 출산도 많이 할 확률이 높음에 따라, 미취학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기대비용과 완결 출산력이 교육수준이 높거나 대도시 거주 가구일수록 그 

상관관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전체 자녀수와 기대교육비용의 관계: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60 -0.051 -0.067 -0.047 -0.051

(0.05) (0.05) (0.05) (0.05) (0.05)

log (연간 소득) -0.002 0.003 0.001 0.003 0.000

(0.02) (0.02) (0.02) (0.02) (0.02)

집 소유 여부 0.046 0.049 0.040 0.044 0.042

(0.04) (0.04) (0.04) (0.04) (0.04)

대도시 -0.047 -0.043 -0.045 -0.035 -0.035

(0.05) (0.05) (0.05) (0.05) (0.05)

중소도시 -0.044 -0.042 -0.006 -0.044 -0.006

(0.08) (0.08) (0.08) (0.08) (0.08)

상수(constant) 2.160*** 2.189*** 2.100*** 2.165*** 2.158***

(0.18) (0.18) (0.18) (0.18) (0.18)

R-squared 0.012 0.011 0.013 0.011 0.018

표본수 1553 1553 1553 1553 1553

　 전체 자녀수

어머니 
교육수준1)

아버지 
교육수준 거주 지역2) 소득 수준3)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대도시 그 외 낮음 높음

ln(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023 0.009 0.005 0.031* 0.048* 0.011 0.016 0.022

(0.01) (0.02) (0.02) (0.02) (0.03) (0.01) (0.02) (0.02)

초등학생자녀 -0.009 -0.039 -0.018 -0.032 -0.013 -0.021 -0.022 -0.026

(0.02) (0.03) (0.02) (0.02) (0.04) (0.02)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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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부모의 교육수준을 2년제 졸업 이하, 4년제 졸업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 2) 거

주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 및 광역시 거주와 중소도시 및 그 외지역으로 나눔; 3) 소득수준

은 통계청 발표 2015년 소득10분위 기준으로 6분위값을 참고로 가구연간소득이 그 이상이면 

소득이 높은 가구로, 이하이면 소득이 낮은 가구로 구분; 4) 제어변수에는 부모의 연령, 부

모의 교육수준, 연간소득, 주거상태, 거주지역이 포함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주요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시, 신규 출산 여부를 살펴 볼 때는 만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전체 자녀수를 분석할 때는 모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분석 대상의 변경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는 강건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2012년 시점에 1명의 자녀를 

보유한 가구의 추가 출산 여부에 기대교육비용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패리티 이행 분석 결과는 <표 8>의 2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추가출산에는 

기대교육비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을 변경하여 신규 자녀 유무를 종속변수로 할 때는 모의 연령이 

2012년에 40세 이하인 가구만 대상, 전체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는 모의 

연령이 2012년에 35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표 8>의 1열과 3열에 

그 결과를 보여준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40세 이하로 분석대상을 

넓힌 경우에도 여전히 신규 출산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대상을 좁힌 경우에는 전체 자녀수에 기대교육비용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종속변수를 신규로 출산하는 자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도 함께 소개한다. 그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신규로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자녀 0.033*
* 0.011 0.025 0.030 0.012 0.032*

* 0.027* 0.024

(0.01) (0.02) (0.02) (0.02) (0.03) (0.01) (0.02) (0.02)

고등학생 자녀 -0.025
** -0.002 -0.030

** -0.001 -0.033 -0.009 -0.011 -0.024

(0.01) (0.02) (0.01) (0.01) (0.02) (0.01) (0.01) (0.02)

제어 변수4)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squared 0.019 0.029 0.027 0.024 0.059 0.019 0.014 0.054

표본수 1061 492 879 674 301 1252 967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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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강건성 검증

주: 제어변수에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연간소득, 주거상태, 거주지역이 포함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종속변수 신규 자녀 유무 자녀수 신규 출산 자녀수

ln(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154*** -0.058 0.018 -0.051*** -0.059***

(0.04) (0.04) (0.02) (0.01) (0.02)

초등학생자녀 -0.064 -0.024 -0.024 -0.004 0.020

(0.06) (0.06) (0.02) (0.01) (0.02)

중학생 자녀 0.008 0.076 0.034** 0.003 0.004

(0.04) (0.05) (0.02) (0.01) (0.02)

고등학생 자녀 -0.018 -0.037 -0.012 -0.001 0.007

제어 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분석대상 40세 이하 1자녀 보유 35세 초과 전체 35세 이하

Pseudo R2 0.066 0.047

R-squared 0.029 0.072 0.136

표본수 1360 854 913 1553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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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에 초점을 둔다. 가구가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자가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 

현재 시점에 관찰 가능한 요인 뿐 아니라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게 된다. 다른 국가와 달리 교육열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예상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알아본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출산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규 출산 여부와 신규 출산 자녀수와 자녀에 대한 학령별 기대교육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분석 대상을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나누면,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가구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잃으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하위 50%에 속한 

가구에게는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가구와 같이 사회경제학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한 가구일수록 자녀에 

대한 예측되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신규 출산이 아닌 전체 자녀수를 대상으로 보면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과 총 자녀수와의 관계가 양의 추정치를 나타내어,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높은 가구일수록 완결출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가구일수록 기대교육비융이 높을 것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대교육비용이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징을 기초로 예측된 값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완결출산력과 

기대교육비용이 양의 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대교육비용 

상승으로 자녀의 수 감소 효과보다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지위여서 자녀의 수 

증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써, 기대교육비용이 증가하면 완결출산력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영유아에 대한 양육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학령의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을 보유했을 때 가구가 가지는 교육비 지출 

부담과 저출산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주거, 음식, 건강, 

광열 등 중에서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출산 행태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비용보다 자녀를 출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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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출이 예상되는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출산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특징에 따라 관련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등에 지출 경감과 

더불어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양육 부담과 더불어 교육정책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한 가구일수록 증가하는 자녀의 사교육비로 인해 

출산행태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저출산 정책 마련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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