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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

이하 학력의 여성에서는 미혼과 기혼(유배우)의 고용률 격차가

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지속가

약 3.0% 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대졸 이상에서는 고용

능한 경제성장과 생산활동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률 격차가 약 15.9%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노동력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결혼 연차별로 살펴보면 25~64세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결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하였으며, 여성 고용률은 35개

혼 후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회원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여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고용률)은 결혼 여부, 학력, 결혼 연

로 분석되었다.

차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을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5~64세 기준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기혼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

(유배우)여성의 고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동거는 경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도 약 14% 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활동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요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64세 기준 남성의 경우는 오히

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직장 여성(결혼 당시 취업 여성)

려 기혼(유배우자)남성의 고용률이 미혼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은

의 경우 자녀가 한 명 있으면 취업유지율은 약 29.8% 포인트 감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와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한 명 있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고용률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으면 취업확률이 약 7.2% 포인트 감소하고 자녀가 두 명, 세 명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각각 약 17.6% 포인트, 약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16.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

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취업확률이 증가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불가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 당

하게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더라도 다시

시 취업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약 12.6% 포인트 증가

노동시장으로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규제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직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간 동거 등을 통해

장 여성의 경우 초대졸 이상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

성보다 취업유지율이 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

절을 완화하고, 고령층 빈곤문제 해결도 모색할 필요

났으며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초대졸 이상 여성은

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확률이 약 5.8% 포인트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여 결혼과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및 육아 역할에 대한 인식(가치관) 변화를 도모할 필

향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요가 있다.

◦ 2020년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보다도 낮은 0.84

Ⅰ. 서론

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

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우리나라
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 2020년 잠정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 밑으로 떨어져 27.2만 명을 기록하였

으며 사망자 수는 30.5만 명을 기록하여 연도별
로는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였음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2)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OECD 평균: 1.61)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최하

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그림 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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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 내 노동력

생한 가운데 2017년 기준으로 추정한 장래인구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추계1)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수2)는

감소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력 확보를 위한

201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방안으로서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주로 언급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

◦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

산가능인구수는 2018년에 3,764.5만 명을 기록하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OECD 국가들과 비교

여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모습을 보이

3,759만 명을 기록하여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고 있는 실정

추정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OECD 국
-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감소추세로

진입하였는데

2011~

제비교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
리나라 여성 노동력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2016년까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은 73.4%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 73.2%를 기
록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수마저 감소세로 전환한
2019년에는 72.7%를 기록하였음

<그림 2> 생산가능인구(15~64세)수 및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1) 2019년 3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로서 1960~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에 변경될 수 있음
2) 인구학적인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하며, 노동력의 관점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기도 함. OECD에서는 인
구학적인 관점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 생산가능인구는 만 15~64세 인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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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향
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혼 여성
(특히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 이후 경제활

동변화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대변하는 M자

형 고용률을 나타낸다고 알려짐
-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장 여성의 결혼 이후

고용 변화를 추적하고 개인 혹은 가구적 특성이
결혼 이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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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은 순위

를 기록한 나라는 칠레(58.0%), 이탈리아(56.5%),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을 기록
◦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기준

멕시코(48.8%), 터키(38.7%) 등에 불과

◦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전체 기준의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개 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52.1%

원국 가운데 31위를 기록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를 기록하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를 기록

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
면서 2019년에는 60.0%까지 증가
- OECD 회원국들 전체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2000년 59.2%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 가장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84.4%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는 스웨덴, 스위스 등이 각각 81,1%, 80.2%를
기록하였음

65.1%를 기록하여 항상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을 유지하였음
-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전체 기준 사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72.6%로 높은 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OECD 회원국들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

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68.9%를 기록하고

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할

있음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 3> OECD 국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9년 기준, %)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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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와 OECD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자료: OECD

□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고용되어 생산활동에 참여한
다는 측면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보다 중요한 의
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용률도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가운
데 하위권에 위치

-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칠레(53.3%),

이탈리아(50.1%),

그리스

(47.3%), 멕시코(47.0%), 터키(32.2%)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도 경제활동참가율과
◦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기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

가들 전체의 여성 고용률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라 여성 고용률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30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를 기록하여 경제활동참가율 기준보다는 한 단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나

계 상승

타내고 있음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7.8%를

-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20년 50.1%를 기록

기록하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를 기록
- 고용률 순위 역시 경제활동참가율 순위와 대략적

- OECD 회원국들 전체 기준 여성의 고용률도

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여성 고용

2000년

률을 기록한 나라는 아이슬란드로서 81.7%를 기

61.4%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줄

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 스웨덴 등으

어들고 있으나 항상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로 각각 76.3%, 75.4%를 기록하였음

유지

- 일본의 고용률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70.9%를 기

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66.3%를 기록하고 있음

6

하였으나 2019년에는 57.8%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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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를

기록하였다가

2019년에는

<그림 5> OECD 국가별 여성의 고용률 비교(2019년 기준, %)

자료: OECD

<그림 6> 우리나라와 OECD 여성의 고용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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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후 고용률 변화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도 조사(12차년도)
와 2018년 조사(21차년도)에서 가구 표본을 추가

추이 분석

하여 대표성을 확보

□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을 보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 결혼 이후 여성 고용률의 급격한 감
소 등을 발견할 수 있음

- 횡단면자료로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보다 샘플 수가 적지만 패널조사로
서 특정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이용목적에서 차별
화됨

◦ 미혼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 한국노동패널이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샘플링 데

기록하지만 같은 연령대라도 결혼한 여성의 경

이터로서 샘플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조사자료를

우 미혼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통계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기록

관계로, 한국노동패널에서 추정한 통계값은 통계
청에서 공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한) 통계

◦ 직장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 일자리를 그만두
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다시 일자리로

값과는 차이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김유빈 외
(2020))

복귀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우리나라 고
용률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뚜럿
한 반등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 추출된 표본은 제
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
기 때문에 전국을 아우르는 분석을 하는데 한

◦ 이하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결혼이라는 이

계가 있었으나 12차년도(2009년)에 1,415개의

벤트에 직면하여 고용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구 표본을 추가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를 검토하고 결혼 당시 직장을 가지고 있던

문제가 보완되어 표본의 전국대표성 확보가 가

직장 여성이 결혼 이후 일자리를 그만두는 요

능해짐

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

계자료 분석에서는 전국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12

□ 결혼 후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
◦ 연구시점

기준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1998년(1차년도) 조사 이후 2019년(22차년도)

조사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8

차년도(2009년 조사자료:부터의 자료를 사용

□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미혼과 기혼을 모두 통
합한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M자형
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15세부터 10년 단위

◦ 한국노동패널은 다른 이용가능한 패널조사보다

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

조사년도가 길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면 M자형의 고용률 변화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개인의 경제활동 및 가구적 특성 변화를 살펴

으로 분석됨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노동패널의 09통합표본 횡단가중치를 사용하

- 패널자료의 특성상 조사년차가 늘어나면 원표본

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령별 여성 고용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에

률을 분석하면 25~34세에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서는 전체 모집단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

가 35~44세에 고용률이 감소하고, 45~54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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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다시 증가하였다가 55~64세에 감소하는 모
습을 나타냄
- 이러한 M자형 변화는 2009~2019년까지 일관적으

로 나타나는 모습이며 일례로 2019년 기준 여성
의

고용률은

65.1%,

15~24세는

35~44세는

58.7%,

21.2%,

25~34세는

45~54세는

65.4%,

55~64세는 58.1%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여성의 고용률과 기혼(유배
우)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최근에도 약 14% 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됨
◦ 25~64세 기준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분석기간
내내 7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기혼(유배우)여
성의 고용률은 최근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참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표본으로 사용하는 통계청의

여를 반영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고용률과는 표본이 다른 관계로 다른 수치를 나

있지만 미혼 여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아직도

타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최근까지도 M자형 모습을

-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73.2%를 기록한

보이고 있으나 이는 연령의 설정에 따라 다르

후 약간의 부침을 나타냈으나 가장 최근의 2019

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연령에 따

년에는 71.6%를 기록하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라 고용률이 다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언제 결혼

는 않음

을 하느냐, 이후 고용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에 따라서 고용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2009년에서

48.8%였던

이해할 필요

57.6%를 기록하였음

고용률이

2019년에는

<그림 7> 2009~2019년 연령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09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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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여성의 고용율이 증가하면서 미혼 여성과

- 남성의 경우 여성과는 달리 미혼 남성보다 기혼

기혼 여성 간의 고용률 격차도 2009년에 약

남성의 고용률이 더 높은 고용율을 기록하였는데

24.5% 포인트에서 2019년에는 약 14.0% 포인

기혼 남성의 고용률은 2009년 90.0%를 기록한

트로 줄어들었음

이후 2019년에는 92.3%를 기록

- 최근의 가치관 변화, 여성의 고학력화 등으로 여

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결혼 후 기혼
여성의 고용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25~64세 기준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기혼(유배
우자)남성의 고용률이 미혼 남성의 고용률보다

- 2019년 기준으로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의 고용

률 격차는 약 22.6%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 여성의 경우와는 대조
-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은 남성이 담당하고

육아 및 가사는 여성이 담당한다는 전통적 사고
방식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의 경우와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냄
- 미혼 남성의 고용률은 2009년 67.8%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치다가 최근 2019년에는 69.7%를
기록
<그림 8> 2009~2019년 미혼 여성과 기혼(유배우자) 여성의 고용률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09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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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9~2019년 미혼 남성과 기혼(유배우) 남성의 고용률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09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 25~64세 기준 학력별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고용률을 살펴보면 고학력(초대졸 이상)에서 결혼
여부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을 미혼과 기혼(유배우)
로 구분하여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격
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2009년에는 고졸 이하 미혼 여성의 고용률이 약
64.1%를 기록하였으며 고졸 이하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약 48.5%를 기록하여 고용률 격차가
15.6% 포인트에 이름

사이의 고용률 격차가 최근에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됨

◦ 초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미혼과 기혼에 따
른 고용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는 가운데 고학력 미혼 여성의 고용률이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15% 포인트가 넘는 고용률 격차를 기록
- 2019년 기준 초대졸 이상 학력의 미혼 여성 고용

률은 약 74.4%를 기록한 반면 초대졸 이상 기혼

- 2019년에는 고졸 이하 미혼 여성의 고용률이 약

여성의 고용률은 약 58.4%를 기록하여 고학력

59.9%를 기록하였으며 고졸 이하 기혼 여성의

미혼 여성과 고학력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고용률은 약 56.9%를 기록하여 고용률 격차가

15.9% 포인트를 기록하였는데, 다만 2009년 고

3.0% 포인트로 줄어듦

학력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

-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27.5% 포인트 보다는 감소한 수치임

반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
타내면서 고용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특정
한 연도에는 고용률이 역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고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미혼이나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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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09~2019년 학력별 미혼 여성과 기혼(유배우) 여성의 고용률 추이(%)
< 고졸 이하 >

자료: 한국노동패널, 09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 결혼 연차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다가 다
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한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음
◦ 2009~2019년 데이터를 통합하여 25~64세 기준

< 초대졸 이상 >

자료: 한국노동패널, 09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로 더욱 감소

하였으며 결혼 5년차에는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결혼 6년차에는 결혼 5년차보다 소폭 증가한
41.9%의 고용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는 고용

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

여성의 결혼 연차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살펴

- 결혼 21년차에 고용률은 약 68.3%를 기록하여 결

보면 결혼한 여성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는 고

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

용률이 약 88.0%를 기록하였으나 결혼 후에 고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용률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결혼 6년차부터 다
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의
2009~2019년 자료를 통합하여 결혼 연차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계산
- 각 개인별 데이터를 추적 조사하여 결혼한 개인

의 결혼 연도를 추출하고 결혼 연도를 기준으로
패널 조사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n년차의 취

◦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고용률이 감소
하는 것과는 반대로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고용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여성
과 같이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
로 분석됨
- 25~64세 기준 결혼한 남성의 경우 결혼 전 고용

률은 약 90.5%를 기록하였으나 결혼을 하면 고
용률이 89.9%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

업 여부를 조사
- 여성의 경우 달리 남성의 고용률은 결혼 후 오히
- 분석결과 결혼한 여성의 결혼 1년 전 고용률은

약 88,0%를 기록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
였으나 결혼 당시의 고용률은 약 68.1%로 이에
비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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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결혼 후 96~98% 대에서
남성 고용률은 거의 변동을 나타내지 않다가 결
혼 20년차 즈음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결혼 연차에 따른 고용률 변화는 결혼 이후 출
산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서는 직
장을 가지고 있던 여성의 결혼 후 고용률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적 요인은 무엇인지
를 분석해 보고자 함
<그림 11> 결혼 연차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추이(%, 25~64세)

자료: 한국노동패널, 09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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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의 결혼 이후 고용변화에 대한 실증

◦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시행된 1998~2019년에 결
혼한 이력이 있는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분석

- 결혼한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즉 취업여부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결혼 당시의 취업여부도

1. 데이터 및 분석방법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 이용가

□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

능 기간 내 결혼 이력이 있는 개인을 선정
-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데이터에서 혼인상태 변

◦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화 여부와 혼인상태 변화 시기 등의 변수를 조합

Panel Study: KLIPS)는 1998년(1차년도)에 조사

하여 개인의 결혼연도를 추출하고 최초 결혼한

를 시작한 이후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 2019년

연도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존재하는 지를 확인

(22차년도) 조사까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할 수

하여 해당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패널

있어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

데이터로 구성하여 분석

점이 있음

◦ 결혼한 연도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개인을 선정

- 결혼 이후의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개인별 데이터가 존
재해야하므로 가급적 오랜 기간의 많은 관측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이런 맥락에서 오랜 기간 동안 패널조사를 진행해

온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조사 연차가 다른 패널조

한 후 분석대상은 개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결혼할 당시에 취업하였는지 등으로 다시 구분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에는 취업해 있었으나 결

혼년차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혼
당시 여성의 취업상황에 따라 분석대상을 구분

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이외에도 표

- 남성의 경우는 결혼 후 경제활동 변화가 여성과

본추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성의

긍정적인 요인

경우도 따로 구분하여 결혼 이후 경제활동이 어

-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연차가 늘어나면서 원래

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

선정된 가구 혹은 개인의 추적조사 성공률이 낮
아지고 원본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문
제점이 발생

□ 실증분석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취업여부를 사용하
였으며 독립변수는 결혼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고 전국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2차년도(2009)년과

21차년도(2018년)

두차례에

걸쳐 표본추가가 이루어졌음
- 패널조사에서 탈락된 가구를 보완하여 추가로 표

본을 구성하여 샘플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 종속변수로는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취업여부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실제로 취업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이며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지표
- 한국노동패널의 응답자료를 기준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0을

□ 분석을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조사기간 내 결혼한
이력이 있는 개인을 선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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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는 변수를 구성하였음

◦ 회귀분석식에서 우변에 위치하는 독립변수들로

인하여 결혼 후 일과 경력에 대한 의지에도 영향

는 결혼한 여성의 취업 혹은 경제활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결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

혼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음

인들이 결혼한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

*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묻는 항목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 성별: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분석을 나누어

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성별은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결혼 연차: 결혼 연차에 따라서 여성의 취업활동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의
결혼 연차를 고려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교육수
준 변수를 구성하였음
* 학력수준은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코

딩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결측치가 많은 관
계로 아버지의 교육수준만 고려하였음
- 부모님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만 14

세 당시의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문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대한 변수를 생성

* 통계분석에서 결과에서는 결혼 연차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이 처음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
를 보이고 있음

* 부모님의 일자리 여부, 혹은 일자리 형태가 자녀의

일자리 가치관이나 근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를 고려하기 위해 부모님의 경제활동 변수를 포함

* 따라서 결혼 연차가 여성의 취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은 비선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결
혼 연차의 경우 비선형모형을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

* 부모님의 경제활동 변수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기타(무직 등) 등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
- 가구주 여부: 가구주일 경우 가정을 책임지는 역

* 결혼 연차의 비선형을 가정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에서

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해

결혼 연차는 결혼 연차 변수와 결혼 연차 제곱값의

야 하는 유인이 늘어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취

변수가 동시에 포함되는 모형을 고려

업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 연령: 모형에서 결혼 연차를 고려하지만 결혼하는

바 개인의 가구주 여부도 모형에 포함시킴

연령에 따라 결혼 이후에 취업상황이 변화할 수

*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가구주와

있기 때문에 결혼 연차 변수에 추가하여 연령 변

의 관계 데이터를 연계하여 해당 개인이 한 가구의

수를 포함

가구주로 표기된 경우 가구주 변수가 1의 값을 가지
도록 더미변수를 구성하였음

* 연령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만 나이를 변수로

사용
- 개인의 교육수준: 여성의 교육수준(학력)은 결혼

후 경제활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며 고학력일수록 결혼 후 경제활동 참여가 높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교육수준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 결혼 이후 자녀 수: 출산은 여성의 취업에 결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결혼 후
여성의 자녀 수 변화를 모형에 포함시켰음
* 한국노동패널에서는 가구용 데이터와 개인용 데이터

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용 데이터와
개인용 데이터를 연계하여 결혼한 여성의 자녀수를
연도별로 추출하였음

* 교육수준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졸업 기준으로 제공하

는 학력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
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예를 들어 한국노동패널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 결

혼한 여성이 속한 가구를 추적하고 해당 가구에서
여성의 자녀를 다시 추적하여 자녀 수를 코딩하였음

-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해당 여성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구주의 자

교육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녀들을 추적하였으며, 해당 여성이 가구주의 자녀일 경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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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구주 자녀의 자녀들을 추적하여 해당 여성의 자
녀로 카운트하였음)

- 지역별 더미 변수: 지역에 따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 부모와의 동거여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등이 다르게 나타

등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 후 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변수의 경우 서울을 포함

모와의 동거여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

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과 그 외 지역

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을 구분한 후(수도권 vs. 그외 지역) 이를 변수로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함

* 결혼한 여성의 자녀수를 추적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 연도별 더미 변수: 특정 연도에 특별한 이벤트나

개인 데이터와 가구 데이터를 연계하여 결혼한 여성

경제 충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취업이 영

이 속하는 가구를 확인하고 해당 가구의 가구원을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이질성을 모형

추적하여 가구원에서 부모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도별 더미 변수를 모형에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함

포함시켰음

* 예컨대 결혼한 여성이 해당 가구의 가구주 배우자인

경우 (가구주 혹은 배우자) 부모님의 존재여부를 추
적하였으며, 결혼한 여성이 가구주의 자녀일 경우 가
구주나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추적 조사하였음
* 부모와의 동거는 이후 여성의 출산 등에 있어서 도

움을 줄 수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장벽을 완
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거 여부가 여성의 결
혼 후 취업상황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고려
하였음
* 부모님 동거의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를 구성하여 사용
- 배우자의 취업 여부: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의

취업 여부가 해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

□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각
요인들이 결혼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회귀식을 설정하고
(여성의) 결혼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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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취업 여부도
모형에 포함시켰음
* 가구용 데이터를 연계하여 해당 여성이 속한 가구에

는

각각의 개인을 나타내며

는

조사

년도를 의미

서 해당 여성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좌변은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며, 우변

의 현재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여 분

은 순서대로 결혼 연차, 결혼 연차의 제곱, 만 나

석에 사용하였음

이, 교육수준(학력), 아버지 교육수준, 부모님 경

- 배우자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여

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 가치관이 영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교육수준도 변수로
포함시켰음

제활동, 가구주 여부, 자녀 수, 부모님 동거어부,
배우자 취업여부, 배우자 교육수준, 지역변수, 연
도별 더미변수, 오차항 등을 각각 나타냄

◦ 실증분석은 회귀식 (1)을 기반으로 결혼 당시

* 배우자의 교육수준도 해당 개인의 교육수준과 마찬가

취업하고 있던 여성, 미취업 여성, 결혼 당시

지로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취업하고 있던 남성, 미취업 남성을 대상으로

생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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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결혼할 당시에 취업여부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값으로의 변환

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기간(1998~2019년)

이 용이하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추

에 결혼을 한 개인에 한하여 분석이 가능

정이 모두 가능한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 남성과 여성은 결혼 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행

수행하고자 함

태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질성을 최

* 회귀식 (1)의 패널모형을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소화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을

모형으로 추정한 후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수행하였으며, 결혼 당시 취업을 유지하였던 여

모형을 선정한 후 확률값을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

성이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취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과 미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분석방법으로는 패널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확률값을 계산
- 종속변수가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의 경우는 로짓(logit) 모형이
나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추
정치를 확률값으로 변환하여 각 요인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
-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는 관계로 로짓 모형이나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이로부터 확률값을 변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패널자료의 경우 이항모형에 고정효과 모델을 적용하

여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선형 패널모형을 사
용하여 추정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
* 실제로 프로빗 모형의 경우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만

추정이 가능하고 고정효과 모델은 추정이 불가하며,
로빗 모형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이 가능하
다고 하더라도 추정방법 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계수값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률값으로 변환

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널에
서 비선형 모형의 추정치를 확률값으로 변환하는 것
에도 한계가 있음
*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하우스만 테스

트를 통해 적절한 모형을 결정하는 것도 불가하기 때
문에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추정이 모두 가
능한 패널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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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 1> 실증분석 대상 샘플의 기술통계량
항목(여성)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취업여부(1: 취업)

9,780

0.4

0.50

0.0

1.0

결혼 연차(연)

9,780

7.1

5.07

0.0

21.0

결혼 연차 제곱(연)

9,780

75.7

91.23

0.0

441.0

만 나이(세)

9,780

34.7

5.84

18.0

87.0

교육수준(0: 고졸 이하, 1: 초대졸 이상)

9,779

0.6

0.48

0.0

1.0

아버지 교육수준(0: 고졸 이하, 1: 초대졸 이상)

9,780

0.1

0.32

0.0

1.0

부모님 경제활동(0: 기타, 1: 임금, 2: 비임금 근로자)

9,780

1.5

0.53

0.0

2.0

가구주 여부(1: 가구주)

9,780

0.1

0.34

0.0

1.0

자녀수(명)

9,780

1.4

0.86

0.0

5.0

부모 동거여부(1: 동거)

9,780

0.0

0.21

0.0

1.0

배우자 취업여부(1: 취업)

9,780

1.0

0.18

0.0

1.0

배우자 교육수준(0: 고졸 이하, 1: 초대졸 이상)

9,780

0.7

0.47

0.0

1.0

거주지역(1: 수도권)

9,780

0.5

0.50

0.0

1.0

항목(남성)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취업여부(1: 취업)

9,528

1.0

0.18

0.0

1.0

결혼 연차(연)

9,528

6.9

5.01

0.0

21.0

결혼 연차 제곱(연)

9,528

72.5

88.83

0.0

441.0

만 나이(세)

9,528

37.3

6.17

21.0

68.0

교육수준(0: 고졸 이하, 1: 초대졸 이상)

9,528

0.7

0.48

0.0

1.0

아버지 교육수준(0: 고졸 이하, 1: 초대졸 이상)

9,528

0.1

0.30

0.0

1.0

부모님 경제활동(0: 기타, 1: 임금, 2: 비임금 근로자)

9,528

1.5

0.54

0.0

2.0

가구주 여부(1: 가구주)

9,528

0.9

0.26

0.0

1.0

자녀수(명)

9,528

1.3

0.88

0.0

4.0

부모 동거여부(1: 동거)

9,528

0.1

0.23

0.0

1.0

배우자 취업여부(1: 취업)

9,528

0.4

0.49

0.0

1.0

배우자 교육수준(0: 고졸 이하, 1: 초대졸 이상)

9,528

0.6

0.49

0.0

1.0

거주지역(1: 수도권)

9,528

0.4

0.50

0.0

1.0

주: 연도 더미는 편의상 생략
자료: 한국노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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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의 동거는 여성이 가사나 육아 등에서 지

2. 분석결과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 결혼 당시 취업하고 있던 직장 여성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예상한대
로 출산인 것으로 나타남
◦ 직장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 고정효과 모형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 배우자의 취업여부도 직장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가 큰 차이는 없지만 하우

- 배우자가 직장이 있는 경우 여성이 취업유지율이

스만 테스트 결과 확률효과 모형이 더 나은 것

약 12.4%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으로 판정되어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는 배우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

설명하고자 함

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결혼 당시에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요인으로서는 역시 출산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은 29.8% 포인트 감소하

-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
내주는 부분으로 사료

◦ 교육수준 변수도 직장 여성의 경제활동의 지속

는 것으로 분석됨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자녀가 한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

명 있을 경우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은 약

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취업유지율을 유의적으

29.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초대졸 이상의 여

자녀(약 30.2% 포인트 감소), 세 자녀(약 24.0%

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유지율이 5.8%

포인트 감소)도 비슷하거나 자녀 1명의 경우보다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여성의 취업

유지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 다만 자녀가 4명일 경우에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

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그

지율이 더 낮아져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은

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유지율이 약 10.4% 포

38.4% 포인트까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됨(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 출산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완
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 개인적, 가구적 요인들을 통제하면 결혼 연차
증가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결혼 연차의 경우 개인적 혹은 가구적 특성들을

는 것으로 판단됨

모두 통제하면 직장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

◦ 부모님과의 동거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
-

부모님과의

동거는

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른 변수 없이 결혼 연차만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약

경우 결혼 1년차에 여성의 취업유지율은 약 6.91%

12.6%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적, 가구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됨

적 특성을 통제하면 결혼 1년차에 여성의 취업유
지율은 약 1.6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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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을 가정한 분석에서 결혼 연차에 따른 취업

- 결혼 연차의 순효과를 보면 결혼 당시 일자리를

유지율의 감소폭은 점차 감소하며 6년차까지는 취

가지고 있던 직장여성의 취업유지율 변화는 결혼

업유지율이 감소하다가 7년차부터는 반등하는 것으

연차에 따른 특정적인 추세보다도 결혼 이후 출

로 나타남

산과 가정환경 등의 특정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됨
<표 2> 결혼 당시 취업 여성의 결혼 후 취업상태 변화 분석
변수
결혼 연차

Fixed Effect

-0.0180***

-0.0709***

-0.0212**

(연)

(0.00282)

(0.00602)

(0.00288)

(0.00921)

결혼 연차 제곱

0.00417***

0.00138***

0.00408***

0.00120***

(연)

(0.000164)

(0.000236)

(0.000166)

(0.000245)

만 나이

0.00245

(연)

(0.00364)

-

교육수준

0.0581**

-0.0229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272)

(0.0459)

아버지 교육수준

0.104**

-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406)

-

부모님 경제활동

-0.0460

-

(1=임금근로자)

(0.123)

-

부모님 경제활동

-0.0315

-

(1=비임금근로자)

(0.123)

-

가구주 여부

0.0259

-0.0496

(1=가구주)

(0.0257)

(0.0360)
-0.307***

-

자녀수 1명

-0.298***

(1=자녀수 1명)

(0.0191)

(0.0204)

자녀수 2명

-0.302***

-0.317***

(1=자녀수 2명)

(0.0258)

(0.0285)
-0.231***

자녀수 3명

-0.240***

(1=자녀수 3명)

(0.0395)

(0.0424)

자녀수 4명

-0.384***

-0.385***

(1=자녀수 4명)

(0.109)

(0.112)

부모님과 동거 여부

0.126***

0.134***

(1=부모님과 동거)

(0.0388)

(0.0428)

배우자 취업 여부

-0.124***

-0.111***

(1=배우자 취업)

(0.0314)

(0.0322)

배우자 교육수준

-0.0109

-0.0927*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284)

(0.0537)

거주지역

-0.0325

-0.0109

(1=수도권, 0=그 외 지역)

(0.0232)

(0.0400)

상수

관측치수
연도 더미변수 포함

하우스만 테스트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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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1.071***

0.787***

1.155***

(0.0135)

(0.224)

(0.0100)

(0.125)

7,110

5,657

7,110

5,657

No

Yes

No

Yes

chi2(32) = (b-B)'[(V_b-V_B)^(-1)](b-B)
=
42.27
Prob>chi2 =
0.1058
→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선택

□ 결혼 당시 미취업 여성의 경우 직장을 가진 여성
의 경우와는 경제활동 참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지만 출산은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늦추
는 요인으로 나타남

◦ 미취업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으면 결혼

◦ 미취업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고정효과 모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대졸 이상의

형이나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가 큰 차이는 없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확률이 약

만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확률효과 모형이 더

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은 것으로 판정되어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함

이후 취업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함
- 미취업 여성의 교육수준은 직장여성과 마찬가지

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 미취업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취업확

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됨

◦ 결혼 당시 미취업 여성의 경우 결혼 연차가 증
가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증가할

◦ 미취업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가 취업확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연차에 따른 취업가능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

배우자 취업 시에 취업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

타남

로 나타남

- 개인적, 가구적 특성을 통제하여도 결혼 1년차에

- 취업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부모와의 동거가 고

여성의 취업확률은 약 4.61% 포인트 증가하는

용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차가 증가하면서 증가폭은

분석되었음

조금씩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됨

- 부모와의 동거는 기혼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

- 미취업 여성의 경우 말 그대로 결혼 당시 고용되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혼

지 않았던 상태이므로 결혼 연차가 증가하면 노

여성이 경제적 지원을 동거 부모로부터 받는 경

동시장에 진입하는 기혼 여성이 늘어나면서 취업

우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을 감소시켜

확률이 점차로 증가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 요인을 미칠 수 있어 두
가지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미취업 여성의 경우 결혼 연차가 증가하면서 취
업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취업확률
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역시 출산인 것으

됨
- 한편, 미취업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취업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취업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로 나타남

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 시 배우자와 일을

-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두 자녀와

같이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의 경우 취업확률이 각
각 약 17.6% 포인트, 약 16.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도 미취업 여성의 취업

* 자영업의 경우 배우자의 일자리에 합류하거나 부부가

같이 시작하는 경우
* 취업한 배우자의 소개로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 등

확률은 약 7.2%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
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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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결혼 당시 미취업 여성의 결혼 후 취업상태 변화 분석
변수

Random Effect

결혼 연차

0.0337***

0.0469***

0.0353***

0.0503***

(연)

(0.00316)

(0.00590)

(0.00324)

(0.00716)

결혼 연차 제곱

-0.000309*

-0.000765***

-0.000361**

-0.000754***

(연)

(0.000179)

(0.000242)

(0.000181)

(0.000251)

만 나이

-0.000780

-

(연)

(0.00300)

-

교육수준

0.0581**

-0.0662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281)

(0.0740)

아버지 교육수준

-0.0506

-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443)

-

부모님 경제활동

0.154

-

(1=임금근로자)

(0.0950)

-

부모님 경제활동

0.135

(1=비임금근로자)

(0.0952)

-

가구주 여부

0.0341

-0.00925

(1=가구주)

(0.0371)

(0.0593)

자녀수 1명

-0.0716***

-0.0833***

(1=자녀수 1명)

(0.0220)

(0.0243)

자녀수 2명

-0.176***

-0.186***

(1=자녀수 2명)

(0.0279)

(0.0315)

자녀수 3명

-0.165***

-0.175***

(1=자녀수 3명)

(0.0408)

(0.0463)

자녀수 4명

-0.0862

-0.115

(1=자녀수 4명)

(0.0932)

(0.0993)

부모님과 동거 여부

-0.0560

-0.0368

(1=부모님과 동거)

(0.0355)

(0.0415)

배우자 취업 여부

0.0610**

0.0800**

(1=배우자 취업)

(0.0308)

(0.0322)

배우자 교육수준

-0.00930

0.0131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278)

(0.0683)

거주지역

-0.0177

-0.0238

(1=수도권, 0=그 외 지역)
상수

(0.0226)

(0.0373)

0.0746***

-0.114

0.0621***

0.0531

(0.0142)

(0.161)

(0.0116)

(0.0965)

관측치수

4,922

4,122

4,922

4,122

연도 더미변수 포함

No

Yes

No

Yes

하우스만 테스트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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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2(31) = (b-B)'[(V_b-V_B)^(-1)](b-B)
=
26.53
Prob>chi2 =
0.6958
→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선택

□ 남성의 경우 결혼 이후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경우
와는 전혀 다른 추이를 나타냄

의 경우와는 반대로 오히려 취업확률이 유의적

◦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혼 당시 취업한

- 남성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새로

남성의 경우는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

운 자녀의 출산은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압박

로. 결혼 당시 미취업 남성의 경우는 고정효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취업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함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남성의 취업확률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정의 경제활동을

- 자녀가 1명 있으면 미취업 남성의 취업률은 약

남성이 담당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

24.2% 포인트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당시 취업한 남성의 경우 결혼 이후에도 가구적

났으며 두 자녀,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업 남

요인에 의해 취업유지율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

성의 취업률은 각각 약 23.9% 포인트, 17.4% 포

것으로 나타남

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결혼한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취업을 한 상황이

- 미취업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 한 가정을 책임진

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

취업여부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유의

나타나지 않음

적이지 않았으며(확률효과 모형에선 고용률이 약

- 결혼 연차에 따른 남성의 취업유지율도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10.3% 포인트 유의적으로 증가),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미취업 남성의 취업확률은 큰 폭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주 미미하게 취업

유지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결혼 후 연령 증
가에 따른 이·퇴직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됨
- 여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가구 내 출산의 경우에

도 남성의 취업유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자녀가 1~4명 있더라도 남성의 취업유지율에는
변화가 없음

* 초대졸 이상의 미취업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

성의 경우보다 취업가능성이 43.6% 포인트나 증가
- 미취업 남성의 경우 결혼 당시에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므로 결혼 연차에 따른 남성의 취업확률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당시
취업한 남성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냄

- 다만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 후 취업유지율

이 약 1.1%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부모와의 동거 시 결혼 이후 남성의 취업유지율

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결
혼 이후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님 댁으로 가구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남성의 경우 결혼 당시에 취업한 남성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취업한 남성의 경우 관측치
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자녀가 생기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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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결혼 당시 취업 남성의 결혼 후 취업상태 변화 분석
변수

Random Effect

결혼 연차

-0.00245***

-0.000160

-0.00253**

-0.00388

(연)

(0.000950)

(0.00167)

(0.000993)

(0.00250)

결혼 연차 제곱

0.000110**

4.69e-05

0.000110*

6.49e-05

(연)

(5.61e-05)

(7.45e-05)

(5.78e-05)

(8.13e-05)

만 나이

-0.00175**

-

(연)

(0.000680)

-

교육수준

0.0113*

0.0163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0634)

(0.0175)

아버지 교육수준

-0.00856

-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0942)

-

부모님 경제활동

0.00186

-

(1=임금근로자)

(0.0225)

-

부모님 경제활동

0.00997

(1=비임금근로자)

(0.0224)

-

가구주 여부

-0.00762

-0.00183

(1=가구주)

(0.0115)

(0.0204)

자녀수 1명

-0.00271

-0.00223

(1=자녀수 1명)

(0.00596)

(0.00719)

자녀수 2명

0.00416

0.00670

(1=자녀수 2명)

(0.00757)

(0.00975)

자녀수 3명

0.0116

0.0175

(1=자녀수 3명)

(0.0113)

(0.0140)

자녀수 4명

-0.0325

-0.0391

(1=자녀수 4명)

(0.0344)

(0.0390)

부모님과 동거 여부

-0.0272**

-0.0418**

(1=부모님과 동거)

(0.0119)

(0.0170)

배우자 취업 여부

-0.00408

0.000721

(1=배우자 취업)

(0.00416)

(0.00497)

배우자 교육수준

-0.000427

0.00781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0629)

(0.0208)

거주지역

-0.000177

-0.0101

(1=수도권, 0=그 외 지역)
상수

(0.00525)

(0.0119)

0.980***

1.060***

0.981***

0.998***

(0.00347)

(0.0491)

(0.00336)

(0.0362)

관측치수

10,722

8,651

10,722

8,651

연도 더미변수 포함

No

Yes

No

Yes

하우스만 테스트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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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2(31) = (b-B)'[(V_b-V_B)^(-1)](b-B)
=
20.00
Prob>chi2 =
0.9358
→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선택

<표 5> 결혼 당시 미취업 남성의 결혼 후 취업상태 변화 분석
변수
결혼 연차

Random Effect
0.119***

Fixed Effect

0.0585***

0.114***

0.0795***

(연)

(0.00531)

(0.00920)

(0.00548)

(0.0102)

결혼 연차 제곱

-0.00510***

-0.00259***

-0.00493***

-0.00233***

(연)

(0.000303)

(0.000375)

(0.000309)

(0.000388)

만 나이

-0.00106

(연)

(0.00442)

-

교육수준

0.130***

0.436***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421)

(0.0736)

아버지 교육수준

0.0746

-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663)

-

부모님 경제활동

0.0382

-

(1=임금근로자)

(0.136)

-

부모님 경제활동

0.0546

-

(1=비임금근로자)

(0.135)

-

가구주 여부

0.103*

0.0344

(1=가구주)

(0.0612)

(0.0734)

-

자녀수 1명

0.236***

0.242***

(1=자녀수 1명)

(0.0352)

(0.0397)

자녀수 2명

0.217***

0.239***

(1=자녀수 2명)

(0.0442)

(0.0524)

자녀수 3명

0.152**

0.174**

(1=자녀수 3명)

(0.0726)

(0.0833)

부모님과 동거 여부

0.0272

-0.000994

(1=부모님과 동거)

(0.0601)

(0.0668)

배우자 취업 여부

-0.0289

-0.0403

(1=배우자 취업)

(0.0237)

(0.0252)

배우자 교육수준

-0.0415

-0.102

(0:고졸 이하~1:초대졸 이상)

(0.0413)

(0.0807)

거주지역

0.00278

0.0537

(1=수도권, 0=그 외 지역)
상수

(0.0383)

(0.0672)

0.356***

-0.247

0.397***

-0.166

(0.0236)

(0.230)

(0.0196)

(0.135)

관측치수

1,146

877

1,146

877

연도 더미변수 포함

No

Yes

No

Yes

하우스만 테스트

chi2(30) = (b-B)'[(V_b-V_B)^(-1)](b-B)
=
65.79
Prob>chi2 =
0.0002
→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선택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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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20년 50.1%를 기록

하였으나 2019년에는 57.8%까지 증가하고 있지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에 인구의 자연감
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경제성장과 노동
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 2020년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보다도 낮은
0.84명을 기록하였으며 OECD 내에서도 최하위

권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며 2020년 잠정치에 따르면 2020년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수는 2018년에 3,764.5명을 기록
하여 가장 많은 인구수를 나타낸 이후 2019년
에는 3,759만 명을 기록하여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감소 추세(2016년
73.4% → 2017년 73.2%)로 진입)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을 기록
◦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

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개 회
원국 가운데 31위를 기록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를 기록하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전체 기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65.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여성 고용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은 OECD 국가 35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를 기
록하여 역시 하위권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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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계 수준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OECD 회원국들 전체 기준 여성 고용률 61.4%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국내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결혼 여부, 학력, 성별 등
세부 비교항목에 따라 고용률 격차가 나타나고 있
으며, 결혼한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중요한 것으
로 파악됨
◦ 결혼한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
◦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미혼과 기혼을 모두
통합한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
전히 M자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연령의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연령에 따라 고용률이 다르게 나타나
기보다는, 언제 결혼을 하느냐, 이후 취업여건
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고용률이 다르
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미혼 여성의 고용률과 기혼(유배우)여성의 고용
률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도 약
14% 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됨
- 25~64세 기준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73.2%를 기록한 후 약간의 부침을 나타냈으며

가장 최근의 2019년에는 71.6%를 기록하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음
- 25~64세 기준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

가세를 나타내며 2009년에서 48.8%였던 고용률
이 2019년에는 57.6%까지 증가하면서 미혼 여성
과 기혼 여성 간의 고용률 격차가 감소하고는 있
지만 2019년에도 약 14.0% 포인트의 격차가 발
생하고 있음

◦ 25~64세 기준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기혼(유배

-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은 약

우자) 남성의 고용률이 미혼 남성의 고용률보다

68.1%였는데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와는 반대의

로 감소하였으며 결혼 5년차에는 약 40.5%로 최

모습을 보여줌

저치를 기록하다가 결혼 6년차부터 고용률이 조
금씩 증가

- 미혼 남성의 고용률은 2009년 67.8%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치다가 최근 2019년에는 69.7%를
기록하였으며

기혼

남성의

고용률은

2009년

90.0%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92.3%를 기록
- 2019년 기준으로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의 고용

률 격차는 약 22.6%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

*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 위

해서는 결혼 후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고용률이 증가하는 모

습을 나타냈으며 여성과 같이 큰 폭의 변동을 나
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타나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은 남성이 담당

* 여성의 경우 달리 남성의 고용률은 결혼 후 오히려

하고 육아 및 가사는 여성이 담당한다는 전통적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결혼 후 96~98% 대의 고용률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

에서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다가 결혼 20년차 즈음

료됨

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25~64세 기준 학력별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
른 고용률을 살펴보면 고학력(초대졸 이상)에서
결혼 여부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남

□ 실증분석 결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출산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모
와의 동거는 경제활동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기혼 여성과 기혼 남

-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을 미혼과 기혼(유배우)로

성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취업유지율(취업확률)

구분하여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격차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혼 여

크게 줄어들거나, 격차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으

성의 경우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

며, 다만 2019년에는 고졸 이하 미혼 여성의 고

항은 출산인 것으로 분석됨

용률이 약 59.9%, 고졸 이하 기혼 여성의 고용률
은 약 56.9%를 기록하여 고용률 격차가 약 3.0%
포인트로 나타남

-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직장 여성
(결혼 당시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한 명 있

을 경우 취업유지율은 약 29.8% 포인트 감소하
- 초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미혼과 기혼에 따른

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9년 기준 초대졸 이상 학력 미혼 여성의 고

용률은 약 74.4%, 초대졸 이상 기혼 여성의 고용
률은 약 58.4%를 기록하여 약 15.9% 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냄

- 두 자녀(약 30.2% 포인트 감소), 세 자녀(약
24.0% 포인트 감소)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비슷하

거나, 적어도 추가 출산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이 더 낮아져 직장 여성의 취
업유지율이 38.4% 포인트까지 유의적으로 감소

◦ 25~64세 기준 결혼 연차에 따른 여성의 고용

하는 것으로 분석됨

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 미취업 여성의 경우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

요인도 역시 출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요인

후 고용률의 소폭 증가 후 큰 변화가 없음

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자녀가 한 명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약 7.2% 감소하고 두 자녀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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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각각 약 17.6% 포

◦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

인트, 약 16.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보다

-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취업

다양화하여 도입·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당시

-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미취업 남성의 경우 자녀가 한 명 있으면 취업확

근로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률이 약 24.2% 포인트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선택제와 같이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근로시

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두 명 있는 경우 취업확률

간을 유연화

이 약 23.9%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부모와의 동거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유
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제

도적으로 보완 및 확대하여 근로시간을 보다 유
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할 필요

- 부모님과의 동거는 결혼 당시 취업한 여성의 취

-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시에 일자리를 유지하

업유지율을 약 12.6%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고 고용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

있고 여성의 경우 육아나 출산 등을 위해 필요할

으로 분석됨

때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근무할 수 있

- 부모님과의 동거는 여성이 가사나 육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

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

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 요인으로

◦ 근본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출산으로 인해 노동

작용하고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

시장에서 탈퇴하더라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쉽

로 사료됨

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제도개혁

- 결혼 당시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서는 부모와의

동거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교육수준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
- 직장 여성의 경우 초대졸 이상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유지율이 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초대

이 요구
-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여성이 언

제든지 필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일·가정의 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여성이 육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질의 일자리에

종사해야하는 상황이거나 현재의 일자리에서 휴가/휴
직제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의 출산과 육아
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

졸 이상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확
률이 약 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자발적인 경력 단절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탈퇴와 진입이 자유롭게 이
- 교육수준은 기혼 남성의 경우에도 경제활동 증가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취업 남성의 경우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규
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제도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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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본인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제도개혁을 모색할 필요
-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변화된 일자리

트렌드나 일자리 수요에 맞춰 재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혹은 재취업 교
육 지원도 확대 및 강화할 필요
-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상을 확립

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고용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대 간 동거 등을 통해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
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감소시키
는 한편 고령층 빈곤문제도 해결
-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간 공동거주를 통해
출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의 빈곤문제
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직장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로 육아 부담을

낮추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
-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노인 빈곤율도 악화되는 경

향이 있는데(유진성(2019)) 세대 간 가족부양 등
을 통해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교육
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가부장적 사고와 유

교적 관습 등으로 인해 여성의 육아부담이 남성
에 비해 막중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출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
-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
지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결혼과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역할에 대한 인식(가치관) 변화를 도모할
필요(고광이&류도향(2021))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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