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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와 같이 출산력 수준이 낮을 때에는 조그마한 출산력 수준의 변화에

도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출

산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출산기간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현재의 낮은 출

산력 수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기간의 문제－이 연구에서는 결혼부

터 첫 자녀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인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저 출산의 시대에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적인 특성들과 결혼연령, 결혼코호

트,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남아선호, 가족의 세대형태에 따라 첫 출산

간격의 변화를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조사당시 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첫 출산간격이라는 기간을 종속변수로 모형화 할 수 있는 생존분석을 이용

했다.

분석결과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주

장과는 달리 1985년 결혼코호트이후에는 23-25세 준거범주에 비해 늦게 결

혼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어진다고 밝혀졌다.

결혼코호트의 효과를 잘 살펴보면 1980-8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결혼

코호트들에서 각각 모수 측정치가 음수로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간격이 길

게 나타나지만 첫 출산간격 자체는 점점 짧아져 오는 경향을 보이며 그 이

후의 결혼코호트들에서 첫 출산간격이 다시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아선호와 가족의 세대형태에 따라서도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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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이는 전통적인 제도나 가치도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강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

해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세대 미만의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간격이 길게 나타났다. 첫 임신

시 인공유산경험을 한 경우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첫 출

산간격이 길게 나타났다.

저 출산력 시대에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의 변화, 출산력을 비롯한 인

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첫 출산간격에 대해 지속적

인 연구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첫 출산간격, 결혼연령, 결혼코호트,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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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크게 감소하여 1960년대 6.0명에서 1980

년에는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졌고 1995년 1.65명, 1999년에는 1.43명, 2000

년에 1.47명이 되었다(통계청, 2000).

이러한 출산력 저하는 전적으로 정부의 인구정책에 의해서만 이룩된 것

이 아니고 그간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에 따른 요인과 인구억제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난 성과이다. 그리고 출산력수준에 직접적 향을 

주는 경제력, 교육수준, 여성취업,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등의 지표는 우

리사회의 출산력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1996년 6월

에 정부 차원의 인구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계속 감소함은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김승권외, 

2000).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지난 1960

년대 이래 출산력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세가지 요인은 결혼

연령의 상승, 피임의 실천, 인공유산의 광범위한 시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권태환, 1978; 조남훈 외, 1997; Cho, Arnold and Kwon, 1982; 은기수, 

2001). 그러나 현재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력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출산력

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엄 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자들 사이에서는 출산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출산기간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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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져 왔다.

첫 출산은 부모로서의 첫 시작점으로 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재생산 과정의 시작으로 자녀수와 출산 패턴에 계속해서 향을 주어 가

족규모에 향을 미치게 된다(Trussel and Menken, 1978; Nath 외, 1999). 

그러므로 결혼부터 첫 자녀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인 첫 출산간격이 출산력

에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출산력 수준은 일정기간에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 와 같은 양

(quantum)에 직접적으로 향을 받지만, 라이더는(Ryder, 1980) 기간 출산

율의 변동에 양보다 한 코호트가 출산한 자녀들의 시간유형(time pattern)

인 속도(tempo)의 변화가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이더는 속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첫 자녀를 출산할 때의 연령의 

변화 가 가장 지배적인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밖에서의 출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결혼연령의 상

승은 곧 첫 자녀의 출산연령의 상승을 의미한다. 만약 결혼연령에 큰 변화

가 없다면 출산율의 변동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첫 출산간격 이 

될 수 있다.

1990년대의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그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 비해 

첫 자녀를 늦게 낳고 있다(은기수, 2001). 이는 첫 출산간격과 같은 속도의 

변화가 현재의 낮은 출산력에 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계속 저하되어 이제는 선진 고령국가와 더불어 향

후 예견되는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대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

이다. 1996년에 정부가 채택한 신인구정책은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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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시의 적절한 조치 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실용 가능한 정책수단

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 경제적인 특성들과 결혼연령, 결혼코호

트,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남아선호, 가족의 세대형태에 따라 첫 출산

간격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일차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나

아가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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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첫 출산간격의 의미와 결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특성, 임신 출산 

특성, 그리고 문화 가치관 특성들을 밝혀내고, 현재 한국 사회의 낮은 출

산력을 유지하는 원인의 하나로 첫 출산간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회 경제적 특성, 임신 출산 특성, 문화 가치관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보

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첫 출산간격 결정에 향을 미

치는 사회 경제적 특성, 임신 출산 특성, 그리고 문화 가치관 특성을 파악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재 낮은 출산력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되는 속도의 변화 가운데 한 요인인 첫 출산간격 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생존분석을 통하여 가설들을 검증한다.

3. 용어의 정의

첫 출산간격(first birth interval): 결혼부터 첫 자녀출산까지 걸리는 시간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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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코호트: 결혼을 ‘같은 시점’에 경험한 집단을 말한다. 예)1990~1994

년 결혼코호트

출산력: 출산력이란 개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 출산

능력(fecundity)을 의미하고, 둘째는 실제로 발생된 출산현상

(fertility)을 의미한다. 인구학에서 출산력이란 보통 발생된 출

산수의 빈도 또는 확률로 표현하는 출산율(fertility rate)을 의미

한다. 여기에서 출산은 정상출생, 사산, 유산을 모두 포함한다.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출산력의 지표로 흔히 사용하는 것은 조

출생률, 모아비, 일반출산율, 연령별〔특수〕출산율, 합계출산

율, 재생산율 등이다(권태환 외, 1990, 2002).

합계출산율(총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연령별 출산율에 연령집단의 

간격(매세, 5세 간격 등)을 곱하여 합산한 값이다. 한 세대의 여

성들이 15-49세에 이르기 까지 35년간 가임기간 중에 낳는 정상

출생아수이다. 장점으로는 그 의미파악이 쉬우면서도 인구구조

의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순수하게 출산수준의 변동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권태환 외, 199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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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첫 출산간격(first birth interval)

가. 외국의 선행연구

지난 수십 년 동안 근대화, 가족계획, 출산력 등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

는 연구가 많은 사회에서 폭 넓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출산율과 관련하

여 여성들의 역할과 불평등에 관한 관심들이 높았다(Cain, 1984; Mason, 

1985; Caldwell, 1988; 권태환, 1997).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된 역할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경제구조

의 구조적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향상시키고, 비농업 

부문에서의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결과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경제발

전과 가족계획 사이의 관계에 개입 또는 중재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는 출산력에 향을 미치게 된다(Mason, 1987; 권태환, 1997).

첫 출산연령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Grindstaff 등, 1991;  Upchurch 등, 1990; T. R. Balakrishnan 등, 1988; 

Marino, 1984; Rindfuss 등, 1988, 1984; Sandra L. Hofferth, 1984). 이는 

첫 출산연령이 생애 출산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연구, 첫출산 연령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교육수준과 첫 출산연령, 생

애출산에 관한 연구, 첫 출산연령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등 다양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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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Nath 외(1999)는 인도 힌두사회 아셈의 도시지역에서 여성의 지

위가 첫출산 간격에 미치는 향을 생존분석을 통해 연구하 다. 주요 독

립변수는 결혼나이, 여성의 교육, 여성의 직업, 여성의 현재 나이, 의사결

정 참여, 가구원 일인당 소득, 사회적 위치, 카스트 등의 8가지 다. 이를 

5개의 비례위험함수 회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결혼 나이, 현재 나이, 의사결정과

정에의 참여, 가구원 일인당 소득이 아셈 도시지역의 힌두여성들의 첫 출

산기간에 강한 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나타났으며, 카스트 제도의 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이 직업이나 소득과 가족의사

결정 참여에 향을 끼치는 핵심 매개인자로 나타났다.

 중국의 Zheng Zhenzhen(2000)은 그의 연구에서 1980-1992년 결혼코호

트에서 첫 출산간격에의 사회 인구학적 향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부가 첫 출산이후에 피임을 하기 시작하며 첫출산 간격에 있

어 도시와 시골지역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세대와 함께 

사는 여성은 첫출산 간격에 있어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거주지, 교육수준, 첫 결혼나이, 결혼코호트, 결혼한 달(결

혼과 노동력과의 관계) 등이 첫출산 간격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네팔의 Tom 등은(1993) 그의 연구에서 결혼형태, 결혼 후 거주지등이 

성교 횟수에 향을 주어 첫출산 간격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주장했다. 

즉, 결혼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발성, 사촌간 결혼 등이 첫 출산시기를 앞

당김을 보여주며,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 첫 출산간격이 길어진다는 

사실이 분석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자가 149명의 여성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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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베트남의 Nguyen Luc(1993) 등은 출산력에 미치는 요인들로 결혼연령, 

첫 출산간격, 첫 출산연령을 선택하여 그 향을 도시와 시골지역,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북쪽지방과 과거 민주주의의 

향을 받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지방, 여성의 

교육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골지역과  북쪽지역의 여성일수록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며 교육은 첫 출산간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출산간격이 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차이에 

따라 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이더(Ryder)는 일찍이 출산력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기간 출산율

의 변동에 양보다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힌 바 있다

(Ryder, 1980). 라이더가 미국 출산율의 변동을 분석하면서 속도와 양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처음 출산율 변동의 70%는 코호트 출산율의 양의 변동에 의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출산시기와 같은 속도의 따라 출산율이 변동한다. 미국의 경우 가령 여

성 일인당 자녀의 수에 변화가 없었지만 출산시기가 빨라짐으로써 높은 출산율의 

시기인 베이비붐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고, 자녀의 수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베이비붐 이후에 출산력 수준은 낮아지게 되었다. 명백한 사실

은 몇 명을 출산했느냐 보다, 언제 출산이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시기이래 기간 출산율의 변동을 이끌어 온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코호

트 출산율의 속도의 변화인데, 속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의 변화이다.... (Ryder,198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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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라이더는 기간 출산력 수준은 일정 기간에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 인 양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속도의 변

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고 있다. 라이더는 

속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첫 자녀를 출산할 때의 연령의 변화 가 가

장 지배적인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첫 출산간격의 변화에 관한 주목할 연구의 하나는 린드퍼스와 모간

(Rindfuss and Morgan, 1983)의 연구이다. 린드퍼스와 모간은 1950년대부

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

들의 첫 출산간격을 분석하 다. 그들은 그들의 연구에 포함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1950년대 이후 첫 출산간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즉,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는 시기가 계속 빨라져 온 것이다. 

그러나 결혼연령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첫 출산간격에 관한 다면적인 연

구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종단적인 임신력 자료의 축척도 우리나라

보다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출산력과 첫 출산간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나. 국내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첫 출산간격에 관한 연구는 린드퍼스와 모간의 연구 및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진 연구 이후에는 출산력과 관련하여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Donadson and Nicols, 1978; Rindfuss, Bumpass, Palmore, and 

Han, 1982; 은기수,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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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에 저출산력 시기에 출생시 성비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자들은 출산력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 심각한 성비 왜곡의 문제에 집중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이인

수, 2000; Cho and Park, 1994, 1995; Larsen and Chung 등, 1998). 

김한곤(1993)의 출산율 변화원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거시적 접근에

서는 출산율 감소에는 사회경제발전, 여성의 지위, 불임시술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미시적 접근에 의하면 부인의 초혼연령, 교육수준, 효과적

인 피임사용 등이 출산력 저하에 기여하 으나 기혼 여성의 현재 고용상

태는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 자체보다는 사회경제발전에 수반된 포괄적 의미에서의 여성지

위의 향상이 출산력의 감소에 지대한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기간에 관한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출산간격의 변화 라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 분석되고 있는 경우(조남훈 외, 1997)를 제외하면 의외로 찾아보

기 힘들다. 은기수(2001a)는 1997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첫 출산부터 마지막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 및 출산기간의 차

별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첫 출산간격에 관하여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심층적 연구로는 은기수

(2001b)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라는 연구가 

있다. 1997 전국 출산력 조사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첫 

출산간격이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존분석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낮은 수

준의 출산율은 첫 자녀의 출산연령과 같은 속도의 변화가 양의 변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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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두가지의 가설 중 첫 번째 가설은 1990년대에는 결혼연령에 

따른 첫 출산간격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최근 결혼코호

트로 올수록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석결과 우

리나라에서는 결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연

령에 따른 첫 출산간격의 변화가 1990년대의 낮은 출산력 수준을 낳은 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최근 결혼 코호트로 올

수록 첫 출산간격이 늘어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대에 결혼한 코호트들은 그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 비해 첫 자녀를 늦게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낮은 출산력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 첫 

출산간격과 같은 속도의 변화가 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방법론 측면에서 Cox 모형에서 중요한 비례성 가

정에 대한 검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사회 경제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두고 있지만 속도에 관한 변수인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 두 변수만을 독

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다면

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첫 출산간격에 관한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종단적인 임신력 자료의 축척도 외국에 비해 많

이 부족하다. 앞으로 첫 출산간격과 출산력과의 관계, 첫 출산간격의 다면

적인 결정요인 조사 등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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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력 변천의 요인

가. 문화 가치관요인

1) 가족의 규모에 관한 가치

한국의 경우 출산은 거의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즉 가족 안에서 이루어

진다. 이는 자녀의 수와 관련된 가족가치가 출산에 매우 중요한 향을 주

리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 1960년 초까지만 해도 대

가족가치가 지배하 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소가족가치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져, 현재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녀수가 거의 한명 또는 두 명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규모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출산력 추세에 그

대로 반 되고 있다. 가족의 규모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사회

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제도와 규범들을 바꾸는, 또는 이들과 상치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제도와 규범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산력의 저하는 사회체제의 변화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의 유지와 통합을 위한 하나의 기제로

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권태환 외, 1990, 2002).

가족의 규모에 관한 태도는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자녀의 가치와 또한 

연관되어 있다. 자녀의 가치는 사회에 따라, 근대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유교문화권에서와 같이 가족과 친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에

서는 가계의 계승이 자녀의 가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는 가부장의 부의 축적수단과 원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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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보장이 안 된 사회에서는 노후의 의지가,  

경제적으로 가족 노동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기본적인 자녀의 가치가 된다.1) 또한 남자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자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보

인다.  

 2) 자녀의 선호

일반적으로 동양의 유교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

이 강하다(Anderson & Silver, 1995; 김두섭, 1997). 특히 한국과 중국은 

남아선호의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여아

를 선호하거나 양성을 모두 선호하는 사회, 그리고 성에 대한 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회도 있다(Lee S.Y., 1995; Wongboonsin & Ruffolo, 

1995; 김두섭, 1997).

우리 사회와 같이 남아선호의 태도가 전통적으로 강한 곳에서는 여자아

이만 있을 때, 그 수가 원하는 자녀수보다 많다 하더라도,  남자아이를 낳

기 위해 자녀 출산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 성선호는 출산

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소가족가치나 규범이 지배적인 상

황에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무조건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자녀

수를 많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산을 시도한다. 남자아이만 있을 경우

에는 아직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해도 여자아이가 덜 중요하기 때

문에 출산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대로 성선호가 출산을 억제하

1)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관 형성의 

동기가 되지만 근대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효용은 감소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소

자녀관 형성의 동기가 이룩된다(Muller, 1971; 김승권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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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는 전체 사회의 수준에서 볼 때에는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Kwon T.H., 1977; Kim D.S., 1995; 권태환 외, 1997).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서 자녀의 선호는 성선호에 그치지 않는다. 남아

의 경우 출생순위별 선호가 제도화 되어 있다. 우리 전통사회의 경우, 가

족제도는 장남위주로, 즉 장남이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가족기능을 수행

하도록 짜여있다. 또한 장남에게는 각종 권한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책임도 

부과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우리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아들을 선호

하 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자녀 가치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대가족가치는 높은 사망

률의 상황에서 가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

라서 사망력의 저하는 오히려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관념에 긴장을 가져오

고,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소가족가치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리라는 논리

가 제시될 수 있다. 가족주의는 가족이나 가문의 명성을 위해 자녀에 대한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로서의 투자

는 자녀의 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많은 자녀를 

다 잘 키우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는 대가족가치를 배격하는 경향이 나타

난다.  이러한 자녀들 사이의 선호체계가 출산력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궁

극적으로 한 남아만으로 만족하는 가족가치의 실현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권태환 외, 199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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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

소득과 출산력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들 중 베커(Becker, 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

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소비자 수요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

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2)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 이라고 

하 다. 

이스트린(Easterlin, 1968) 역시 출산력은 소득, 비용, 기호 등에 의해 결

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출산행위에 대한 비용의 효과를 강조하는 

베커와는 달리 기호를 중요시하며, 출산력에 대하여 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향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그들 부모 자신들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한 행동 및 개인의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규제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경제학적 접근과

는 차이를 보인다. 

사이먼(Simon, 1969)은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은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는 증가하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점차 감소 한다는 사실을 경험

적 연구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이는 출산율이 경제발전의 후기단계에서 

2) 베커(Becker)는 자녀를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내구소비재로 간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자의적이며, 부도덕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 으나, 개인의 만족도에 대한 무차별곡선 상에

서는 동일한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함수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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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수들로부터 보다 큰 향을 받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시생활에서 많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 농촌에서 올라온 도시 전입자들

의 대다수가 전세방이나 무허가 집지역에서 생활을 하 다는 사실을 고

려할 때 이들에게 다자녀 또는 다출산이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농자들의 출산력이 도시의 원거

주자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농자들이 바로 도시적인 출산행위

에 쉽게 적응하 음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Jun K.H., 1987; 권태

환 외, 1997).

개인적인 출산행위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는 교육수준, 직업, 여성의 

취업, 종교, 거주지, 수입 등이 중요한 것으로 손꼽힌다.   

교육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수준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이러

한 현상은 대체로 교육이 사회적 상승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의 여성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결

혼연령의 상승 또는 출산의 연기를 유발시킨다.  흔히 교육수준이 높은 가

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 이는 

물론 그 자체가 자녀의 사회적 이동 또는 지위와 관계되지만 자녀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권태환 외, 1990, 2002).   

거주지 배경에 따른 출산력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도시

의 거주배경을 가진 사람이 농촌의 거주배경을 가진 사람보다 출산수준이 

낮다(Zheng Zhenzhen, 2000; Nguyen Luc. 외, 1993). 

경제활동과 관계된 요인으로 출산력의 차이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남편의 직업과 부인의 취업 여부를 들 수 있다.  직업은 특히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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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출산력 차이는 대체로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력 차이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은기수, 1997). 

어떤 종교는 출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

의 교리와 가르침이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커다란 제약조건이 되는 곳에서

는 종교에 따라 출산력이 상당히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

령 미국에서는 몰몬교도와 카톨릭의 출산력이 상당히 높고, 유태인의 출산

력이 매우 낮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흔히 종족과 피부색이 개

인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배경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곳에서는 종족, 

피부색에 따라 개인의 출산력이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 임신 출산요인

데이비스와 블레이크(Davis and Blake, 1956)는 출산력 연구의 기초로서 

생물학적인 요인에 직접 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가로 설정하여 이를 중

간변수(intermediate variable)라고 이름 하 다.

 

         

         <그림 1>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중간변수(완전모형)

중간변수

생물학적 요인 출산력

사회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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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중간 변수를 세 가지 생물학적 요인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체

계화시키고 있다.

 1) 성교의 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교요인)

    (1) 재생산기(출산기)에 있어서 성교관계의 형성과 해체에 향을 주

는 요인들

        ① 성교 관계를 시작하는 나이

        ② 구 독신, 즉 평생 성교관계를 갖지 않는 부인의 비율

        ③ 성교관계가 끝난 후, 또는 성교관계 사이의 공백기간

           (ⅰ) 성교관계가 이혼, 또는 별거에 의해 끝났을 때

           (ⅱ) 성교관계가 남편의 사망에 의해 끝났을 때

    (2) 성교관계를 가질 동안 이에 관계된 요인들

        ① 자의적 성교 기피

        ② 비자의적 성교 기피(성 불구, 질병, 불가피한 일시적 기피)

        ③ 성교 횟수

 2) 임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임신요인)

        ① 비자의적인 가임성 또는 불임성

        ② 피임법 사용, 비사용

           (ⅰ) 기구 및 화학제 사용

           (ⅱ) 기타 방법

        ③ 자의적인 가임성 또는 불임성 (수술, 의학치료)

 3) 출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출산요인)

        ① 비자의적 원인에 의한 태아사망

        ② 자의적 원인에 의한 태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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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중간변수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

은 사람들은 출산력의 변동 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변수만을 골라 실

제 출산력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중간변수로 생

각되는 것은 결혼연령, 피임, 인공유산이다. 이들 이외에 일반적으로 출산

력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중간변수로 수유기간과 관습을 넣고 있다.

결혼연령은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자녀출산의 가능기간을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출산 억

제가 어려웠던 사회에서는 거의가 결혼연령의 상승에 의해 출산이 억제되

어 왔다.  1959년 이전 결혼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18.8세, 1990년 이

후에 결혼한 여성은 24.8세로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김승권 외, 

2000).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데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의 참여율이 늘어나는 것이 한 요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임은 출산수준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각국의 

조사 자료에 의한 합계출산율과 피임실천율과의 관계를 보면, 피임 실천율

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합계출산율은 0.7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1996; 김승권 외, 2000). 우리나라 유배우 여성들의 피임실천율은 

75%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정부가 실시한 피임보급지원의 축소로 피임

방법별로 피임실천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피임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들의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전광희, 1997).

초혼연령의 상승과 피임은 임신시기를 늦추거나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

게 하지만, 일단 임신이 된 후 출산을 막는 방법으로는 인공유산이 널리 

행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인공유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공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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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의 금지와 상관없이 인공유산이 아

주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기혼부인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은 임신일 

경우 또는 자녀의 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인공유산이 행해지고 있지만,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 출산을 막는 방법으

로 인공유산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인공유산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저출산력의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과 결합하여 성비왜곡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설아, 2002). 

 라. 생태학적 요인들

1) 생계양식과 경제구조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사회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느냐, 어업

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또는 이러한 생계유지와 관련된 사

회조직에 따라 인구학적 행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촌과 도시사이에 출산력의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출산이 각각의 지역사회나 사회의 생계와 관련되는 조건은 다양하

다. 오늘날 도시사회, 공업사회에서 자녀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며 생활

조건이 어떻게 대가족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사회 및 경

제조직이 어떻게 소가족가치를 유발시키는가 하는 논의도 역시 출산행위

가 일차적으로 생활환경과 생계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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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에 대한요구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가족의 크기에 대한 가치와 관계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Zheng Zhenzhen, 2000). 그러나 모

든 사회에서 노동력이 일정한 형태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 여자, 

아동의 노동력과 일에 대한 요구, 계절에 따른 노동력 요구, 노동력의 질

에 관한 문제에 있어 각각의 사회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현

대적인 경제부문에서는 여성의 고용은 출산력을 억제하고, 전근대적 또는 

전통적인 부문에서는 높은 출산력을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의 자료에 의하면 농번기에는 결혼이 적고 임신도 비율적으로 극히 낮다. 

이는 어업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과 임신은 대체로 노동에 대한 요

구가 적을 때 주로 발생한다. 반면 도시와 같이 노동의 계절성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는 출산의 계절적 향도 적게 마련이다.

     

3) 생활조건

높은 사망수준은 다출산의 욕구를 유발시킨다. 이는 주어진 사회의 보건

수준 및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예로서 큰 병원으로부터의 거리, 교

통수단 등이 출산수준과 접히 관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의식

이 강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일상적인 보호가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제공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는 자녀양육의 부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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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이 연구는 사회 경제적인 특성과 문화 가치관 특성과 임신 출산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첫 출산간격에 미치는 향을 생존분석을 통

해 분석하 다.

  사회 경제적 특성과 문화 가치관 특성들은 첫 출산간격에 직접 향을 

주기도 하지만 임신 출산특성에 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첫 출산간격에 

향을 주기도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향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기대되는 향의 부호를 괄호 안에 표

기하 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연령(+)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에 대한 압력을 느끼며 첫 출산을 서두르는 경

향이 있을 것이다.

    현재 연령은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와 서로 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교육수준(⁃)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 취업기회의 확대와 자아성취 욕구, 적절한 

피임지식의 소유 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첫 출산을 늦추는 경

향이 있을 것이다.

현재 거주지(⁃)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거공간 확보에 드는 고비용

등 생활조건과 맞벌이로 인한 육아문제 등의 이유로 시골지역 사람에 

비해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최장 거주지(⁃)

    도시배경의 사람들이 생활환경과 생계조건에 따라 주로 소가족 가치

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어릴 때의 사회화 향으로 시골배경의 사람

에 비해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혼전 취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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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에 취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의식 및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 경제적인 안정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등의 이유로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결혼연령(+)

    결혼 연령이 상승할수록 모성건강과 가정의 안정 등의 이유로 첫 출  

    산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결혼코호트(⁃)

    최근에 결혼한 코호트일수록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의 이유로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자녀를 원하지 않아,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으로, 태아이상, 가정

문제, 경제적 곤란, 태아가 딸이므로, 취업중 등 다양한 이유로 첫 임

신시 인공유산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남아선호 여부(+)

    아들을 강하게 선호하는 사람은 첫 아이를 빨리 계획하고 첫 아이의 

성에 따라 둘째를 계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정하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첫 출산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 이상의 가족일수록 전통적인 제도나 가치의 향을 더 받으므로 출산

에 대한 압력이 크므로 3세대 미만의 가족보다 첫 출산을 서두르는 경향

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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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그림 2> 연구의 개념적 틀

첫 출산결혼

사회 경제적 특성

   - 현재 연령(+)

   - 교육수준(-)

   - 현재 거주지(-)

   - 최장 거주지(-)

   - 혼전 취업여부(-)

 문화 가치관 특성

   - 남아선호 여부(+)

   - 가족의 세대형태(+)

임신 출산 특성

   - 결혼연령(+)

   - 결혼코호트(-)

   -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첫 출산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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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가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

성취 욕구의 증대 등의 요인으로 결혼연령은 상승해왔다. 실제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2000년에는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40년 동안 남자는 3.9세, 여자

는 4.9세가 상승하 다(김승권, 2001). 은기수(2001)의 연구에서 1997년 전

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연령이 증가할

수록 첫 자녀 출산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늦게 결혼

한 경우 첫 자녀의 출산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1990년대 후반에도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짧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짧아질 것이다.

린드퍼스와 모간(Rindfuss and Morgan, 1983)의 연구는 1970년대 초까

지 우리나라의 첫 출산간격이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조남훈 외(1997)의 분

석도 1984년 이후의 결혼코호트에서는 결혼연령은 조금씩 상승하는데, 첫 

자녀의 출산연령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기수(2001)의 연

구에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어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특히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들은 그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 비해 

첫 출산으로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여 첫 출산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연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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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어질 것이다.

초기 출산력에 관한 이론들은 대체로 전통적 제도와 가치는 대가족가치

를 지원하고 근대적 제도와 가치는 소가족가치를 지원한다는 이분법에 따

라 출산력 변천을 설명하 다. 즉, 확대가족은 대가족을, 핵가족은 소가족

을 지원한다든가, 남아선호는 대가족가치이며 남녀아동 등선호는 소가족가

치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회에 대한 비교연구와 좀더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으로 밝혀졌다(권태환, 

1997).

남아선호는 우리사회가 소자녀가치를 수용하도록 하는 촉진제 으며 빠

른 출산력 저하의 기초 요소 다(권태환, 1997). 전통사회에서 겉으로 대가

족가치를 지원하는 것 같은 가족제도나 관념이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환경이 바뀌면 거꾸로 소가족을 지원할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려준다(Kwon T.H., 1984; 권태환, 1997). 그렇다면 남아선호가 첫 출산간격

에도 향을 미치고 있을까? 남아를 강하게 선호한다면 성선별을 통한 인

공임신중절 시행을 가정할 수도 있겠고, 첫 아이를 빨리 계획하고 첫 아이

의 성에 따라 둘째를 계획 할 수도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남아선호 여부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고 가정하 다.

 가설 3: 남아선호 여부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학에서는 사망력이 높은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유지를 위해 고출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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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고, 따라서 다자녀가치가 지배하 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전통적 제도와 가치가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 출산력 변

천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확대가족 또는 핵가족의 세대형태가 첫 출산

간격에도 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세대형태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다.

 가설 4: 가족의 세대형태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녀를 원하지 않아,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으로, 태아이상, 가정문

제, 경제적 곤란, 태아가 딸이므로, 취업중 등 다양한 이유로 첫 임신시 인

공유산을 한 경우 첫 출산간격이 하지 않은 경우보다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은기수(2001)는 그의 생존분석 연구에서 첫 임신시 인공유산을 경

험한 여성들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hazard)이 인공유산을 경험하지 않

은 여성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보다 36%가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5: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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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및 분석

가. 연구자료

이 연구는 1964년 이래 18번째로 실시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

족보건 실태조사」를 사용하 다. 이 조사는 2000년 6월 19일부터 8월 31

일 사이에 15~64세 유배우 부인 8,935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 다. 동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에 

철저히 훈련된 전문 조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조사원은 사전에 표본 

추출된 조사 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면접 조사」의 형태를 취하 다. 이 연구를 위하여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기혼여성의 임신력 자료, 일반

적 사항, 가족가치관 자료를 이용하 다. 임신력 자료는 15~49세 기혼부인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자료 조사에 응답한  6,348명 가운데 첫 아

이의 출생 년 월을 응답하지 않은 부인 87명을 제외하 고, 첫 아이를 낳

은 후에 결혼하는 등의 이유로 첫 출산간격이 음수인 부인 98명을 제외하

고 6,153명을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동 조사 자료에는 부인의 출

생년도, 부인의 출생 월, 부인의 결혼연령, 부인의 결혼년도, 부인의 결혼 

월, 부인의 결혼횟수, 첫째아 성별, 첫째아 출생년도, 첫째아 출생 월, 첫째

아 출산 당시 부인연령 등의 변수가 담겨져 있다. 이 변수들을 이용하면 

첫아이를 낳았거나 결혼 후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거나 조사당시 임신 중

인 경우들을 모두 포함하여 첫 출산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  



- 29 -

연구대상 가운데는 조사 시점까지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못한 경우

와 조사 시점 바로 직전에 결혼해서 조사 당시 임신 중인 경우도 있다. 이

러한 경우를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만 첫출산 간격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

다(은기수, 2001).

 조남훈 외(1997)의 연구에서 첫 출산연령을 계산할 때는 첫 출산을 경

험하지 않은 여성을 제외하고 계산하 다. 이 경우 조사당시 결혼 한지 얼

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이 분석에서 제

외되어 결과적으로 첫 출산연령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은기수, 

2001). 6,153명 가운데에는 조사당시 임신 중인 287명을 포함하여 결혼 후 

조사시점까지 한번도 출산을 해보지 않은 445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

에서 445명을 우측절단(right censored)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시

킨다.

그러나 조사시점 당시의 모든 첫 임신이 첫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공유산 또는 사산, 자연유산 등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조사시점까지 한번도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얼마 후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나,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불임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가 허용한다면 위의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대

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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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의 내용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 변수인 첫 출산간격은 여성이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

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는 첫 아이의 출생 년, 월에서 여성의 결혼 년, 

월을 뺀 값이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부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임신출산 특성, 문화 가치관 특성

을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분석자의 예측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현재 연령: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에 대한 압력을 더 느끼게 되지 않을

까? 현재 연령은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와 서로 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현재나이는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사용하 다.

교육수준: 여성의 교육수준이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여성의 교육수준을 사용하 다. 교육과 출산의 관계에서 교육은 출산

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으나 첫 출산연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

산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다(Rindfuss 등, 1980). 이 연구에서

는 무학과 초등을 하나로 묶고, 전문대 이상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이상의 네 범주로 만들었다. 중등학력을 준거범주로 삼

았다.

현재 거주지: 현재 거주지는 지역 차별출산력의 변수가 된다. 이 연구에

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나누고 읍․면 지역을 준거범주

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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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거주지: 최장 거주지는 어릴 때 사회화의 향을 측정해 볼 수 있

는 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나누고 

읍․면 지역을 준거범주로 삼았다.

한국사회는 80%에 가까운 높은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도

시와 농촌의 의식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직도 

지역 차별출산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출산이라는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은기수, 1997). 

혼전 취업여부: 여성들이 결혼 전 직업을 갖는 경우 결혼연령에 향을 

미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 및 가치관에 변

화가 생겨 출산종결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을 했었

다와 안했다로 나누고 안했다를 준거범주로 삼았다.

결혼연령: 결혼연령은 여성들의 교육의 신장과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점점 상승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19세까지, 20~22세, 23~25세, 26~28세, 29~31세, 32세 이

상 등으로 범주화하여 가변수로 활용하 다. 23~25세 가변수를 준거범주

로 삼았다. 

결혼코호트: 언제 결혼했는가에 따라 첫 출산간격이 달라질 수 있다. 결

혼 후 첫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지배적이거나 빨리 첫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5년을 단위로 결혼코호

트를 구성하여 가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1980~1984년 가변수를 준거범주

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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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첫 임신시 인공유산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첫 출산간격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유산

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준거범주로 삼았다.  

남아선호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선호로 인한 출산감소의 효과와 

출산증가의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있으며 남아선호가 희망자녀

수의 급격한 저하를 통한 출산력 변천을 촉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태

환, 1997). 남아선호는 아들은 한 명은 꼭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사용하 으며, 무 또는 약한 성선호를 하나로 묶고 강한 성선호로 

나누었다. 무 또는 약한 성선호를 준거범주로 삼았다.

가족의 세대형태: 확대가족 형태나 핵가족 형태는 출산력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의 세대형태가 첫 출산간격에 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전국 출산력조사 및 가족보

건 실태 조사에서는 가족의 세대별 결합형태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었는데,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세대별 형태만을 사용하 다. 1세대와 2세대를 한 

범주로 묶고, 3세대를 4세대형태와 묶어 3세대 이상을 준거범주로 삼았다.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현재 연령과 결혼코호트가 코호트 

효과로 인하여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며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 교육수준

과 결혼연령, 교육수준과 결혼코호트도 어느정도 서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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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으며,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기술적(descriptive)인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 종속변수가 기간일 경우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인 생존

분석(Allison, 1984, 1995; Cox and oakes, 1984; Kalbfleisch and Prentice, 

1980)을 사용하 다.

로그순위 검정법은 두 군 또는 여러 군의 생존경험을 비교하는 분석법

으로 이 검정법은 치료법과 같이 하나의 변수에 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존과 관련되어 여러 예후변수가  있을 때 여러 변수들의 

향을 동시에 알아보는 다변량 분석법(multivariate analysis)이 특히 요구

되며, 이러한 목적에 Cox(1972) 모형이 유용하다. Cox 모형은 생존시간에 

대해 어떠한 분포형태도 가정하지 않으므로 비모수적3)이지만 모형에 근거

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는 점이 모수적4) 방법과 유사하여 비모수와 모

3) 생존율을 비교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로그순위 검정법(logrank test), Wilcoxon 검정법,  

  층화 로그순위 검정법(stratified logrank test)등이 있다. 로그순위 검정은 비교집단의 생  

  존함수들이 전구간에 걸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Wilcoxon  

  검정은 생존함수가 초기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검정력이 높다.

4) 생존함수가 어떤 특정한 모수적 분포에 따른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생존율을 비교하  

 는 모수적 방법을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와 와이블 분포(Weibull distribution)  

  로 한정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지수분포는 생존함수로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지닌  

  분포이며, 단순하지 않은 와이블 분포는 비례적 위험함수 가정이 성립되는 분포로서 생  

  존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와이블 분포는 로그선형(log-linear)모형에 속하며  

   로그정규(log normal), 로그-로지스틱(log-logistic)분포도 로그선형 모형에 속하는 분포들  

  이다.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어떤 분포함수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쉬운 방법은 그래  

  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지수분포의 로그변환한 생존함수를 그리게 되면 원점을 지  

   나는 직선이 된다. 생존자료가 와이블분포하는지는 LLS 그래프(로그 누적위험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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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중간형태(semiparametric) 모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Cox 

모형은 다른 형태의 가정, 즉 비례적 위험함수(proportional hazard)의 가

정에서 출발하므로 비례위험함수 회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이라고도 하 다.

따라서 생존분석에서 Cox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이 가정이 성립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LLS그래프를 그려서 비례성 가

정에 대하여 검토하 다.

이 연구에서는 첫 출산간격  결정에 독립변수(covariate)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비례위험함수 회귀모형 생존분석을 사용하 다.

비례위험함수의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Cox 모형의 기초가 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 h (t )를 설명한다. 위험함수는 t시점까지 생존한 

환자의 순간 사망률 또는 순간 위험률(instantaneous risk of death or 

failure)로서 이에 대한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h (t ) = lim
∆t→0

Pr (t≤ T < t+∆t│T≥ t)
∆t

      =
1

Pr (T≥ t)
lim
∆→0

Pr (t≤ T < t+∆t)
∆t

 = 
f (t )
S (t )

     -------(1) 

여기서 Τ는 생존시간이며  ∆t→0 로서 t시점 직후의 순간적 사건을 표

현하고 있다. 위험함수는 식(1)에서 생존함수인 S (t )와 도함수인 f (t )로

   그려서 직선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송혜향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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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될 수 있었다. 

Cox 모형은 t시점에서의 로그(log)위험함수를 여러 예후변수들의 선형식

으로 표현한다. 즉, 각 대상자의 예후변수의 다른 값들, 다시 말하면 i번째 

대상자의 예후 변수값이 z i = (z i1, z i2, , z ip)일 때, Cox 모형의 비례적 

위험함수(proportional hazard)의 가정에 대한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hi (t ) = h0 (t)exp(  z i)

= h0 (t )exp( 1z i1+ 2z i2+ + pz ip)         ---------------------------(2)

여기서 =( 1 , 2 , …, p)는 회귀 모형계수이다. 만약 모든 예후변수가 

(zero)의 값을 가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위험함수에 미치는 예후변수들

의 향이 전혀 없다면, 모든 환자의 모든 환자의 위험함수는 기본적으로 

h0 (t )가 되므로 이를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라 하며, Cox 

모형에서는 h0 (t )에 대하여 어떠한 분포형태도 가정하지 않는다.

위험함수의 비를 상대위험도(hazard ratio, relative risk or odds ratio)라 

정의할수 있다.

각 예후변수의 유의성 결과보다도 의학자료의 분석에서는 생존에 미치

는 각 예후변수의 향의 정도를 상대위험도(hazard ratio, relative risk or 

odds ratio)로 표현하고 있다.

h1 (t )
h2 (t )

=
h0 (t )exp ( 1 + 2z2 + + 6z 6 )

h0 (t )exp (0 + 2z2 + + 6z6 )
=exp(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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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귀계수 i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할 때 z i가 1 증가하면 상대위

험도는 exp( 1 )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Cox 모형선정방법시 forward, backward, 또는 stepwise 다단계

변수 선택법도 모형선정방법에 속하지만 오로지 통계적인 기준에만 근거

하여 모형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통계적 기준에만 근

거하여 적합한 Cox 모형을 선정할 때, 적합한 모형은 실제로 유일한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좋은 모형이 모두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석하

고자 하는 생존자료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합시켜 이들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모형을 선

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4개로 나누어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모형 1〉은 현재나이, 교육수준, 현재거주지, 최장거주지, 가족의 세대형

태, 남아선호, 혼전 취업여부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가치관 특성을 포

함하는 기본모형으로 구성된다. 〈모형 2〉는 기본모형에 결혼코호트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모형 3〉은 기본모형에 결혼연령을 포함하여 구성

된다. 〈모형 4〉는 기본모형에 결혼연령, 결혼코호트, 첫 임신시 인공유

산 경험여부를 추가하여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생존분석은 기간을 종속변수로 삼고 모형화 하고 있다. 비

례위험모형의 모수측정치가 음(⁃)이라는 의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작다는 의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duration)은 

길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비례위험모형의 모수측정치가 양(+)이라는 의미

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크다는 뜻이 된다.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크다는 의미는 곧 첫 출산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첫 출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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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작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기간을 모형화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위험

모형에서 음(-)의 모수 측정치는 사건을 경험할 위험이 작기 때문에 사건

을 경험할 때까지 기간은 길고, 양(+)의 모수측정치는 사건을 경험할 위험

이 크기 때문에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 기간이 짧다는 것을 뜻한다.

생존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2000년 조사당시 아직 첫 출산을 경험하

지 못했거나 임신중인 경우들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우측절단된(right censored)것으로 처리된다. 그 결과 총 445명이 절

단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SAS version 8의 LIFETEST 와 PHREG procedure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PROC LIFETEST는 비모수적 생존함수의 추정을 위해 사용하 으며5), 

각 변수가 생존율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피는 단일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위해 사용하 다. PROC PHREG 는 여러 변수들의 향을

동시에 알아보는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위해 Cox 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에 사용하 다.

5) <표 4>의 코호트별로 결혼 후 매 일개월마다 첫 출산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절반

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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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이 연구에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5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이 2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세부터 44세 

21.7%, 그 다음이 30세부터 34세 20.2% 등의 순으로 포함되어 있다. 45세 

이상은 16.6%, 24세 이하는 2.8%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분석대상자의 48.8%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

한 여성들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23.2%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이다. 

현재 거주지별로는 대도시가 46.5%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15.7%, 읍, 

면지역은 37.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최장 거주지별로는 대도시가 43.6%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는 28.5%, 읍, 면지역은 27.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자의 결혼연령을 보면 23-25세에 결혼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20-22세로 26.5%, 그 다음은 26-28세로 18.6%이다. 19세 이

하에 결혼한 비율도 9.8%인 반면 29-31세는 3.5%, 32세 이상은 1.5%의 비

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코호트를 보면 분석대상자 중 1969년 이하는 0.4%, 1970-1974년 코

호트가 6.4%, 1975-1979년 코호트가 15.3%, 1980-1984년 코호트가 18.6%,

1985-1989년 코호트가 19.4%, 1990-1994년 코호트가 18.5%, 1995-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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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가 21.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을 보면 8.15%가 경험했고, 나머지 91.9%는 첫 

임신시 인공유산을 경험하지 않았다.

혼전 취업여부를 보면 취업했던 사람의 비율이 78.6%, 취업 안했던 사람

의 비율이 21.3%이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수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연령

  -19        10 (0.16)
20-24  167 (2.71)
25-29  937 (15.23)
30-34 1246 (20.25)
35-39 1428 (23.21)
40-44 1339 (21.76)
45-49 1026 (16.67)

       교육수준
초등  692 (11.25)
중등 1022 (16.62)
고등 3007 (48.89)
전문대이상 1430 (23.25)

       현재 거주지
대도시 2866   (46.58)
중소도시        966   (15.70)
읍․면                                   2321  (37.72)

        최장 거주지
대도시 2684 (43.64)
중소도시 1753 (28.50)
읍․면 1713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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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계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수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혼연령

  -19    607     (9.87)
20-22   1631     (26.51)
23-25   2458     (39.95)

          26-28   1148     (18.66)
              29-31    216     (3.51)

32+     93     (1.51)
      
      결혼코호트

       -1969                           29      (0.47) 
         1970-1974                          399      (6.48)
         1975-1979                          944     (15.34)
         1980-1984                         1148     (18.66)
         1985-1989                         1199     (19.49)
         1990-1994                         1138     (18.50)
         1995-2000                         1296     (21.06)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있다    498     (8.10)
없다   5652     (91.90)

혼전 취업여부
   했었다   4831     (78.62)
   안했다                    1318     (21.3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변수에 따라 결측값이 있는 경우가 있음. 

자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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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가. 생존분석

임신력 자료는 종단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생존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자

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표 2>는 각 변수별로 첫 출산간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존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형 1>을 보자. 

현재 연령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

다. 나이가 많을수록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크다. 즉, 첫 출산간격이 짧

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강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

준의 효과를 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간격이 차이

가 남을 알 수 있다. 중등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초등학력을 가진 여성

의 첫 출산간격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고등학력을 가

진 여성은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며, 전문대이상학력을 가

진 여성은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간격이 다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고등학력과 전문대이상학력의 효과는 모형별로 변화가 있으며, 

<모형 4>에서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나 일관성 있는 결

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혼전에 취업을 했었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

들에 비해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형태의 

효과를 보면 3세대 미만의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낮다. 즉,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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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첫 출산간격의 결정요인: 생존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연령     0.130(1.13)***  -0.013(0.98) 0.140(1.51)***    0.103(1.11)**

교육수준
   초등     -0.193(0.81)

***
 -0.107(0.89)

**
-0.182(0.83)

***
-0.100(0.94)

*

   중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고등       0.065(1.06)

*
0.077(1.08) 0.092(1.09)

**
0.064(1.06)

   전문대이상 -0.088(0.91)
*

0.010(1.01) -0.016(0.98) -0.013(0.98)
현재 거주지
  대도시      -0.061(0.94)

**
-0.053(0.94)

*
-0.068(0.93)

**
-0.056(0.94)

*

  중소도시    0.083(1.08)
**

  0.048(1.05) 0.0689(1.07)
*

0.042(1.04)
  읍․면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최장 거주지
  대도시      -0.061(0.94)

*
 -0.078(0.92)

**
-0.034(0.96) -0.073(0.92)

*

  중소도시    -0.065(0.93)*  -0.071(0.93)* -0.047(0.95) -0.073(0.93)*

  읍․면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 미만  -0.200(0.81)***     -0.164(0.84)*** -0.186(0.83)*** -0.144(1.09)***

  3세대 이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남아선호
  강하다      0.057(1.06)        0.095(1.01)** 0.047(1.04) 0.090(1.09)*

 무또는 약하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혼전 취업여부
  했다        0.013(1.01)   0.0289(1.02) 0.033(1.03) 0.033(1.03)
  안했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결혼코호트
      -1969                    -0.377(0.68)**               -0.535(0.58)***

  1970-1974                    -0.143(0.86)
**               

-0.321(0.72)
***

  1975-1979                    -0.005(0.99)               -0.114(0.89)
**

  1980-1984                    준거범주 준거범주
  1985-1989           -0.078(0.92)

*
               0.258(1.06)

  1990-1994  -0.009(0.90)
*

0.171(1.18)
**

  1995-2000  -0.851(0.42)***               -0.453(0.63)***

결혼연령
    -19                 -0.120(0.88)

** 
-0.029(0.97)

  20-22                  0.010(1.01) 0.024(1.02)
  23-25                            준거범주    준거범주
  26-28                             -0.210(0.81)

*** 
-0.16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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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계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9-31                          -0.426(0.65)
*** 

-0.354(0.70)
***

  32+                                -0.986(0.37)
***
 -0.899(0.40)

***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있다               -0.334(0.71)

***

  없다 준거범주
        
사건수         5708 5708 5708 5708
절단사례 445      445 445 445
-2log L.        90698.275      90409.081 90584.633      90298.717
X²(자유도)     270.261(11)

***
   559.455(17)

***
403.903(16)

***
   669.819(23)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1) *: p<.1,  **:: p<.05,  ***: p<.01

    2) 괄호 안의 수치는 상대위험도(hazard ratio) 측정치이다.

자료:「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있다. 현재 거주지 효과를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읍․면에 거

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0.05 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낮

다. 즉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0.05 유의도 수준에

서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형 1>과 <모형 

3>에서만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장 거주지의 효과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

하는 여성들이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0.1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낮다. 즉,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모형에 결혼코호트가 추가된 <모형 2>는 <모형 1>과는 조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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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준다. 현재 연령이 첫 출산간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코호트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현재연령과 

결혼코호트의 두 코호트 효과가 서로 향을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

해 볼 수 있겠다. 남아선호변수는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한 남아선호를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hazard)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첫 출산간격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 결혼코호트에 따라서 첫 출산

간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준거범주인 1980-84

년 코호트보다 이른 1969년 이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

범주보다 31% 낮다. 1970-74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

주보다 13% 낮다. 1985-89년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

보다 7% 낮다. 1990-94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

다 10% 낮다. 1995-2000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

다 57% 낮다.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기본모형에 결혼연령이 추가된  <모형 3>은 <모형 2>와는 조금 다른 결

과를 보여준다. 현재 연령이 0.01 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간격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거주지와 남아선호는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간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은 20-22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23-25세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

간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28세는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를 위험이 19% 낮다. 29-31세는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

산에 이를 위험이 34% 낮다. 32세 이상은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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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험이 63% 낮다. 결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첫 출산간격이 길어짐

을 알 수 있다.

<모형 4>는 기본모형에 결혼코호트와 결혼연령,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

험을 추가한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형이다. 현재 연령에 따라 첫 출산간격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크다. 즉, 첫 출산간격이 짧아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

의 효과를 보면 0.1 유의도 수준에서 준거범주에 비해 초등이 첫 출산간격

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과 전문대 이상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 효과를 보면 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0.1 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낮다. 즉,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길

게 나타나고 있다. 최장 거주지의 효과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

하는 여성들이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0.1 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낮다. 세대형태의 효과를 보면 3세대 미만의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작다. 즉,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강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여

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0.1 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간격 짧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출산이전에 취업을 했었던 여성들은 그렇

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코호트에 따라서 첫 출산간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준거범주인 1980-84년 코호트보다 이른 1969년 이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41% 낮다. 1770-74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27% 낮다. 1975-1979년 코호트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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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11% 낮다. 1985-89년 코호트는 첫 출

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에 비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1990-94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1.18 

배 높게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 4>의 결과와는 달리 1985-94년

대 결혼코호트가 0.1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간격이 준거범주보다 길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사이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1995-2000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

다 36% 낮다. 결혼연령은 23-25세 준거범주 이후로 첫 출산간격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28세는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를 위험이 15% 낮다. 29-31세는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를 위험

이 30% 낮다. 32세 이상은 준거범주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를 위험이 60% 

낮다.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을 한 경우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28% 낮다.

나. 가설검증

우리가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해 모형 중 가장 좋은 모형인 <모형 4>를 

바탕으로 독립변수가 첫 출산간격에 미치는 향을 설명해보자.6)

 6) 모형의 비교는 회귀계수가 최대우도함수 추정치로 대입되었을 때의 우도함수값( L)의  

 비교로 대치된다. 좀 더 편리하게 (-2log L)의 값을 비교한다. 따라서 여러 모형의 비교  

 는  (-2log L)의 값들을 서로 비교하여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   

  자세한 설명은 『생존분석』. 1996. 청문각의 pp 92-9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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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짧아질 것이다.

<모형 4>에서는 23-25세 준거범주보다 이전에 결혼한 경우 모수측정치

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범주

보다 이후에 결혼한 경우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을 살펴보면, 26-28세에 

결혼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이 15% 낮다. 29-31세에 

결혼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이 30% 낮다. 32세 이후

에 결혼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이 59% 낮다. 분석결

과 23-25세 준거범주보다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점점 길어

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짧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지 않고 있다.  

 <표 3>에서는 1984년 이전, 1985-1994년, 1995-2000년 결혼코호트별로 

결혼연령별 첫 출산간격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1984년 이전의 경우

를 살펴보면 23-25세 준거범주보다 이전에 결혼한 경우 첫 출산을 늦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범주보다 이후에 결혼한 경우 모수측정치들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94년

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32세 이상에서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

수측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세 이상에서는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1995-2000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그 결과가 흥미롭다. 19세 이

전과 20-22세에 결혼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이 1.8배 

높다. 즉,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6-28

세에 결혼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이 32%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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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결혼 연령별 첫 출산의 위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수          -1979       1980-1984     1985-1989      1990-94     1995-2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연령 -0.184*** -0.073 -0.098 -0.085 0.630***

교육수준

   초등 -0.083 -0.102 -0.299* 0.019 -0.349

   중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고등 0.038 0.046 0.076 0.167 -0.069

 전문대이상 -0.051 -0.270** 0.008 0.258* -0.108

현재 거주지

  대도시 -0.001 0.128
*

0.015 -0.142
**

-0.173
**

  중소도시 0.216** 0.223** 0.054 -0.157* -0.063

  읍․면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최장 거주지

  대도시 -0.073 -0.076 -0.110 -0.124 0.022

  중소도시 -0.145* -0.165** -0.069 -0.018 -0.021

  읍․면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있다 -0.451*** -0.379*** -0.439*** -0.370*** -0.120

  없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 미만 0.023 -0.062 -0.052 -0.014 -0.593***

  3세대 이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남아선호

  강하다 0.043 0.181* 0.202* 0.215 0.095

  무또는 약하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혼전 취업여부

  했다 -0.045 -0.041 0.048 0.243** 0.141

  안했다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결혼연령

    -19 -0.348(0.70)*** -0.236(0.78)* -0.213(0.80) -0.136(0.87) 0.593(1.80)**

  20-22 -0.175(0.83)
**  

-0.162(0.85)
**
  0.084(0.91)  -0.090(0.91)   0.598(1.81)

***

  23-25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6-28        -0.149(0.86)   -0.060(0.94)   0.029(1.03)  -0.097(0.90)   -0.389(0.67)***

  29-31       -0.276(0.75)   0.111(1.11)   -0.118(0.88)   -0.166(0.84)   -0.829(0.44)
***
   

  32+           비해당        비해당      -1.251(0.28)*** -0.753(0.47)*** -0.8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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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계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수          -1979       1980-1984     1985-1989      1990-94     1995-2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수  1363         1139           1177          1109          920

절단사례     9            9             22            29          376

-2log L.     17120.197     13932.572     14563.217       13634.176      12157.037

X²(자유도)  53.382(16)
***
  43.620(16)

***
   57.847(17)

***
    70.691(17)

***
    169.918(1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1) *: p<.1,  **:: p<.05,  ***: p<.01. 

     2) 결혼연령 괄호 안의 수치는 상대위험도(hazard ratio) 측정치이다.

자료:「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9-31세에 결혼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이 56% 낮

다. 32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을 경험할 위험이 84% 

낮다. 이는 준거범주보다 늦게 결혼한 경우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

산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첫 출산간격이 점점 길어짐

을 알 수 있다.

결혼코호트별로 알아본 결혼연령별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에서도 가설 

1은 지지되지 않고 있다.

가설 2: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어질 것이다.

<모형 4>에서 준거범주인 1980-84년 코호트보다 이른 1969년 이전 코호

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41% 낮다. 1970-74년 코호트

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27% 낮다. 1975-79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11% 낮다. 1985-89년 코호트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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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에 비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1990-94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보다 1.18 

배 높게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 4>의 결과와는 달리 1985-1994

년 결혼코호트가 0.1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간격이 준거범주보다 길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 사이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19995-2000년 코호트는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준거범주

보다 오히려 36% 낮다. 분석결과를 잘 살펴보면 1980-8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결혼코호트에서 준거범주로 올수록 모수측정치가 음으로 준거범주

보다는 길지만 첫 출산간격 자체는 점점 짧아져 오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

장 최근 코호트인 1995-2000년에 이르면 다시 첫 출산간격이 길어짐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어질 것이

라는 가설 2는 지지되고 있다.

이번에는 생명표분석을 통해 결혼코호트별로 첫 출산간격의 변화를 살

펴보자. <표 4>에서는 결혼 후 매 일개월마다 첫 출산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median residual life time)

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69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 1970-74

년, 1975-79년, 1980-84년, 1985-89년, 1990-94년, 1995-2000년에 결혼한 코호

트별로 나누어 첫 출산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전

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첫 자녀를 낳을 위험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 절반

으로 감소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첫 자녀를 늦

게 낳는다면 첫 자녀를 낳을 위험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 절반으로 감소하

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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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결혼코호트별 생명표로 본 첫 출산의 위험 

간격  -1969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1995-2000

0 19.5 15.0 12.7 12.2 12.6 12.8 16.1

1 18.5 14.2 11.7 11.2 11.6 11.8 15.1

2 17.5 13.2 10.8 10.2 10.6 10.8 14.1

3 16.5 12.4 9.9 9.3 9.7 9.9 13.2

4 16.0 11.5 9.2 8.4 8.8 8.9 12.4

5 15.0 10.7 8.5 7.6 8.0 8.1 11.7

6 14.1 10.0 7.6 6.7 7.2 7.5 11.3

7 13.1 9.2 6.9 5.9 6.5 6.7 11.0

8 12.3 8.5 6.2 5.1 5.7 6.0 10.7

9 11.3 7.7 5.7 4.7 5.2 5.6 10.8

10 10.3 7.2 5.8 4.9 5.5 5.7 12.2

11 9.6 7.2 6.0 5.7 6.0 5.7 14.6

12 8.8 6.9 6.6(0.54) 6.6(0.51) 6.3(0.53) 6.1(0.55) 19.5

13 8.0 7.2 7.2(0.48) 6.9(0.44) 6.2(0.47) 6.3(0.49) 31.8

14 9.0 7.3 7.4 7.4 6.3 6.8          ·

15 8.0 8.0(0.50) 7.5 7.5 6.7 7.1          ·

16 12.2 7.8(0.46) 7.1 7.5 6.9 7.3       (0.50)

17 11.2 7.5 7.5 7.3 8.1 7.3       (0.47)

18 10.2 7.4 7.3 7.0 8.4 8.2          · 

19 9.7(0.51)  7.4 7.5 6.9 9.6 9.0          ·

20 9.0(0.48)  7.4 7.5 7.2 11.7 9.3          ·

21 16.5 7.0 7.3 6.8 12.0 9.3          ·

22 15.5 6.7 7.2 7.5 13.5 11.0         ·

23 15.0 5.9 9.0 7.9 14.8 12.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1) 이 결과는 SAS의 LIFETEST procedure에서 산출되는 Median Residual Lifetime 값  

       이다(SAS, 1990:1051 참조). 즉, 코호트별로 결혼 후 매 일개월마다 첫 출산의 위    

       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2) 각 간격은 제시된 값부터 1을 더한 값까지의 구간이다. 예를 들어 간격 0의 의     

      미는 결혼 후 0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간격을 의미한다.  

    3) 괄호 안은 생존함수(survivor function) 측정치이다.  

자료:「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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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84년 결혼코호트까지는 결혼 후 첫 자녀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

간인 첫 출산간격이 점점 줄어든다. 1985년 결혼코호트 이후에는 첫 출산

간격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후 10개월의 시

점에서 보면, 첫 자녀를 낳을 위험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 절반으로 감소할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이 11.3개월(1969년 이전 코호트), 7.7개월(1970-74년 

코호트), 5.7개월(1975-79년 코호트), 4.7개월(1980-84년 코호트)로 감소하다

가 이번에는 5.2개월(1985-89년 코호트), 5.6개월(1990-94년 코호트), 10.8개

월(1995-2000년 코호트)로 증가한다. 

  그리고 <표 4>에서는 각 코호별로 결혼 후 첫 출산에 이르지 않은 생존

함수 값이 0.5에 달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1969년 이전에 결혼한 코

호트의 경우 결혼 후 20-21개월 사이에 생존함수 값이 0.5가 되며 1970-74

년 결혼코호트의 경우에는 결혼 후 16개월부터 17개월 사이에 생존함수 

값이 0.5가 된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혼코호트인 1975-79년, 1980-84년, 

1985-89년, 1990-94년 결혼코호트는 모두 결혼 후 13개월부터 14개월 사이

에 생존함수 값이 0.5가 된다. 1995-2000년 결혼코호트의 경우에는 결혼 후 

17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생존함수 값이 0.5가 된다. 분석결과 생명표 분

석에서도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어짐을 볼 수 있어 

가설 2는 지지되고 있다.

가설 3: 남아선호 여부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모형 4>에서 강한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

에 비해 0.1 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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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지지되고 있다.

가설 4: 가족의 세대형태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모형 4>에서 세대형태의 효과를 보면 3세대 미만의 가정이 그렇지 않

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13% 작다. 즉 첫 출산

에 이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 4는 지지되고 있다.

가설 5: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에 따라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모형 4>에서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을 한 경우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은 28% 낮다. 그러므로 

가설 5는 지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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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회 경제적 변수, 임신 출산변수, 가치

관 변수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및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경우 임신 출산력과 관련

된 자료가 피면접자의 기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부분

에 한계가 있다.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또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시기가 

오래 지난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여 조사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기억

편향(recall bias)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자료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요인은 첫 출산당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시점 당시의 요인이다. 예를 들어 교육의 효과에 있어, 첫 출산후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으며, 출산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들선호여부나 가족의 세대형태 등이 첫 출산 

당시의 특성이 아니고 조사시점당시의 특성이나 가치관은 성인기에는 크

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러한 가정 자체는 많은 문제를 가지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를 

알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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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 중 첫 출산시점 당시의 

일인당 가계소득이나 부인의 취업여부가 중요한 변수이나 이 자료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설문이 아닌 관계로 첫 출산시점의 정보가 따로 

없어 자료자체의 한계로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임신 출산요인 

중 첫 출산당시 피임에 관한 정보들, 성교 횟수 등 성생활에 관한 정보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들이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나 

같은 이유로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외에도 남편의 출생순위, 양

상태, 국가의 인구정책등도 첫 출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한계를 안고 있으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자료가 전국적인 자료이며 분석 대상자의 규모가 크며, 선택편향(selection 

bias)이 개입될 위험이 비교적 낮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해 표본추출 방법의 

비작위성으로 인해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Cox 모형은 비례적 위험함수의 형태를 가정하므로 생존분석에서 Cox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이 가정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7) 

비례성가정에 대한 쉬운 판단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검토

하는 방법이며,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은 time-dependent 변수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8) 

이 연구에서는 LLS그래프 이용하여 각각의 비례성가정을 검토하 다. 

7) 비례적 위험함수 모형에서 비례성가정에 어긋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로 공변

량 효과가 시간에 따라 변해가거나, 둘째로 모형에 삽입되어야 하는 공변수가 제외 되었거

나, 셋째로 여러 공변수의 교호작용효과가 유의한데 모형에 고려되지 않았거나, 넷째로 위

험함수가 앞의 분석방법에 있는 식(2)와 같은 지수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이어야 할 때 

비례성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8) 이외에도 잔차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식(2)의 지수형태가 아닌 여러 다른 모형들

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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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변수의 층 (strata)별로 LLS그래프를 그린 결과 각 층의 LLS 곡선이 

비교적 평행하여 비례성가정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모형에 들어가 있는 현재나이는 단일분석에서 첫 출산간격에 향

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인 결혼 코호트와 중복되

는 코호트 효과로 인한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결혼연령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현재 나이를 제외한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해 본 결과 모수측정

치의 방향과 크기에 별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첫 출산간격이며 이는 종단적 자료이므로 생

존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6,153명 가운데에는 결혼 후 조사시

점까지 한번도 출산을 해보지 않았거나 조사당시 임신 중인 경우 등으로 

445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연구에서 우측절단(right censored)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시킴으로 첫 출산간격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 445

명을 제외 했을 경우 연구결과가 과소 측정될 수 있는 것을 보완한 방법

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출산과 임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편향(bias)이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임 실패 등으로 임신하여 원치 않은 첫 출산을 

한 경우를 첫 출산을 원한 경우와 함께 묶어 각 독립변수들이 첫 출산기

간에 끼치는 향을 조사한다면 그 연구결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사시점 당시 임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출산으

로 연결될지 또는 인공유산, 사산, 자연유산 등으로 연결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엄 한 의미에서 우측절단(right censored)된 자료라 단정 지

어 얘기할 수 없다. 또한 결혼 후 조사시점까지 한번도 출산을 해보지 않

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 중이거나 본인이 자녀를 원하지 않았거나,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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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늦게 결혼하는 개인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누리고 싶어 하는 이기적 경향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처럼 자녀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이며, 이와는 달리 불임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먼저 결혼연령의 효과를 살펴보자. 그 결과

가 흥미롭다. 지금까지 국내연구는 결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첫 출산을 빨리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기수(2001)는 그의 연구에서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결혼연령별 첫 출산간격의 변화를 결혼코호트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 

본 결과 1985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23-25세 준거범

주보다 늦게 결혼 할수록 즉 결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1985-1994년에는 32세 이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5-2000년에는 23-25세 준거

범주보다 빨리 결혼한 경우 오히려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1.8배 높으므

로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며 준거범주보다 늦게 결혼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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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길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

께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의식, 가치, 행위의 면에서 변화가 있으며 

출산행태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대체수준

이하로 출산력 수준이 감소한 후 한 여성이 자녀를 한명, 많아야 두명 정

도만 낳는 상황에서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참여

가 늘어나면서 굳이 자녀출산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

다. 우리는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같은 결혼연령이라도 시대별로 첫 출산

에 미치는 향력이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은기수(2001)는 1990년대 결혼코호트들은 그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 비

해 첫 자녀를 늦게 낳고 있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는 1990-1994년 결혼

코호트는 첫 출산간격이 준거범주보다 짧게 나타났으나 기본모형에 결혼

코호트만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모형 4>의 결과와는 달리 1990-1994

년 결혼코호트가 0.1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간격이 준거범주보다 길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연령과 결혼코호트 사이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1995-2000년 결혼코호트는 첫 출산간격이 준거범주보다 길

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결혼코호트의 효과를 잘 살펴보면 1980-1984년을 

기점으로 첫 출산간격 자체는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위

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 참여의 증

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의식과 행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출산

행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남아선호나 가족의 세대형태에 따라 첫 출산간

격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는데 조사시점 당시의 가치관 요인들 이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으나 전통적인 제도나 가치가 첫 출산간격에도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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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0.1 유의도 수준에서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고 3세대 미만의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

산에 이르는 위험이 13% 작다.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을 한 경우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첫 

임신시 인공유산경험을 한 경우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은 28%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도 첫 출산 간격결정에 중요한 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이외에도 부인의 종교, 남편의 교육

수준, 남편의 결혼연령, 남편의 최장거주지, 남편의 결혼 경험 등을 포함시

켜 분석하여 보았으나 첫 출산간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드러나 제외시켰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력 수준은 결혼연령의 증가뿐만 아니라 첫 출산 

연령의 증가, 첫 출산간격의 변화와 같은 출산행태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기인하고 있음을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넓은 의미의 사회환경에 대한 종

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하여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 하 으며 궁극적으로 출산력 수준에 

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요인들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피임에 관한 요

인, 성생활에 관한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이연구의 한계점

을 보완한 좋은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면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

로 앞으로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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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력은 계속 저하되어 이제는 선진 고령국가와 더불어 향

후 예견되는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대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

이다. 

일본의 경우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저하되자 일본정부는 1990

년 내각에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부처간 조정위원회 를 

설치하고 유급 육아휴직제(1년), 휴직기간중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아동수당제를 포함한 엔젤플랜(아동복지계획) 의 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고 1998년도에는 육아휴직 기간중 임금을 종래의 25%

에서 40%로 인상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3세 이하에서 6세 이하로 확

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

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북구국가들의 경우 70%를 상회하는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함

께 2%를 육박하는 높은 출산율과 1인당 GNP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서구 유럽국들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높은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율과 높은 출산율은 정부의 출산율 증가정책과 남녀 평등정책 

그리고 가족을 사회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및 자녀 

각 개인을 위주로 하는 사회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

구 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책은 자녀가 성장기 동안 신축적인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원을 통

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에 정부가 채택한 신인구정책은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상황을 고

려한 시의 적절한 조치 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실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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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정년연령의 점증적 연장, 여성 및 건강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지원시책의 강화,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의료

비절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가족 및 자녀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설정과 홍보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종

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 육아 및 간호휴직제

의 정착과 수준이 높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의 확대는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저 출산율 수준을 어느정도 회복시킬 것이

다.



- 62 -

VI. 결 론

우리는 이 연구에서 첫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여러 독립변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녀를 한명 또는 두 명 낳는 저 출산력의 

시대에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인 첫 출산간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저 출산력 시대에 첫 출산간격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첫 출산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회 경제적요인, 임신 출산요인, 가치관 요인

별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횡단적 자료의 후향적 설문결과

를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적용하여 자료의 가치를 충분히 살렸다.

이 연구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졌던 몇 가지 요인들이 2000년의 자료를 분석해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서 첫 출산간격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서 주장되었던 결혼연령의 효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 결혼연령이 상승할

수록 첫 출산간격이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1985년 코호트이

후에는 23-25세 준거범주에 비해 늦게 결혼할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어진다

고 밝혀졌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간격이 길

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1980-8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결혼코호트에서 

준거범주로 올수록 모수 측정치가 음수로 준거범주보다 첫 출산간격이 길

게 나타나지만 첫 출산간격 자체는 점점 짧아져 오는 경향을 보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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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첫 출산간격이 다시 점점 길어지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가치관 변수인 남아선호와 가

족의 세대형태에 따라서도 첫 출산간격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적

인 제도나 가치도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강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0.1 유의도 수준에

서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세대 미만의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이 13% 낮다.   

첫 임신시 인공유산 경험 여부도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친다고 밝혀졌

다. 첫 임신시 인공유산경험을 한 경우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에 비해 첫 출산에 이르는 위험은 28% 낮게 나타났다.

출산력 수준이 낮을 때에는 조그마한 출산력 수준의 변화에도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기간의 문제－이 연구에서는 결혼부터 첫 자녀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인 첫 출산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오히

려 저 출산의 시대에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저 출산력 시대에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의 변화, 출산력을 비롯한 인

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 후 첫 출산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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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First Birth 

Interval Among the Korean married Women

                                       Kyoung Ae Lee

                                           Dept. of Internation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 D.)

    Korea society is susceptible to even tiny changes of the fertility rate 

because currently the fertility rate is low. So demographers are interested in 

the fertility duration. So the studies on the effect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fertility duration which can affect the degree of low fertility (on this 

study fertility duration means the interval between marriage and the first 

child birth) get more important meanings in the era of low fertility rate.

  This study is based on the Year 2000 Korea National Fertility Survey carried 

out b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e analy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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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arriage age, marriage cohort, artificial abortion 

experiences in the first pregnancy, son preference notion and the types of 

family genera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A dependent variable was the 

first birth interval and the survival analysis was used. The pregnant women 

were also included in the analysis.

  This analysis showed the opposite results to the general opinion that the 

first birth interval decreases as the marriage age goes up. Based on the age of 

23-25 As the marriage age gets higher, the first birth interval goes longer since 

1985.

  The results of the study about the effects of marriage cohort are as follows. 

  Before 1980-84, we can observe that the parameter has minus value and the 

first birth interval gets longer than the standard year. But the intervals 

between the measurements gradually get smaller. From the latest marriage 

cohort, we can see the first birth interval gets longer and longer. The son 

preference tendency and the types of family generations also give influences to 

the firth birth interval. This means that the traditional systems and values can 

affect the first birth interval. The women who strongly prefer boys to girls 

have shorter first birth interval than the others. And the women who consist 

of less than 3 generations have longer first birth period than the others. Also 

the women who experienced artificial abortion have longer first interval.

  Our analysis suggests the necessities of ongoing research and concerns about 

the first birth intervals which can have major influences on personal life 

courses,  changes of family and fertility rates in low fertility society.

key word : first birth interval, marriage age, marriage cohort, surviv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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