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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에 발표된 2020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

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

나라 인구는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OECD 국가별

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4.4% 포인트 감소하는 것

비교에서도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을

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12.3% 포인트

기록하여 OECD 회원국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거주형태(사택, 무상주택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의 급변으로 주거환경의 불안요인

등)의 경우에는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약 15.6% 포인

도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

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해보

화가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결혼 및 출산에 미치

면 거주유형이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나 기타와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포함,
7~2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같은 거주유형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유형은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유의적

거주유형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

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

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0.1% 포인트 감소

립·통제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 첫째 자녀 출

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9.5% 포인트나 감소하

분석결과 자가보다는 전세 및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자녀 가구에서의 둘째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

자녀 출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관심 항목인 자가, 전세, 월세 거주유형의 경우 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

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동산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이 요구된다.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

월세가 대세라는 의견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

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 문제는 신중

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

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기 때문에 이를 경감하기 위해 현 임대차법의 규제

정책, 임대차 3법 등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주택종

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합 전세수급지수는 110을 넘어서고 전세난이 가중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은 지속

◦결과적으로 7월에도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

I. 서론

아 인구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 최근 자료인 2020년 7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
리나라 인구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인구감소가
가속화

인구의 자연증가는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연간기준으로 사상 첫 인

◦2020년 9월 말에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

구 자연감소가 예견되고 있음

면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통계 집계 이
래 7월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
- 7월

출생아

수는

23,067명으로

1년

전보다

2,155명(8.5%) 줄었으며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

년 이후 7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
*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52개월

째 지속하고 있음
- 7월

혼인

건수도

□ 한편, 최근에 부동산 정책의 급변으로 주거환경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
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
대차 3법이 개정

17,080건으로

1년

전보다

2,098건(10.9%)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혼

◦이에 따라 전세매물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

인 건수도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7월

되지 않고 있으며 전월세 전환이 증가할 것이라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

는 우려도 증가

◦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3,963명으로 1년 전보

◦이를 반증하듯 당정에서도 임차인이 오히려 어

다 747명(3.2%) 늘어 7월 기준으로는 1983년

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전월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함

법정 전환율을 기존의 4%에서 2.5%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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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등 무주택자의 주거부담 방향성에 있어서
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변화
가, 인구절벽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결혼과 출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함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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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산율 및 혼인율 추이와 최근의 부동산

◦2000년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이 여럿 있었으나 2018년에는 모두

정책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

- 2000년에 우리나라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

한 나라들은 오스트리아(1.4), 그리스(1.3), 헝가리
(1.3), 이탈리아(1.3), 라트비아(1.3), 슬로바키아
(1.3), 스페인(1.2) 등이 있었음
- 그러나 2018년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합계출산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합계출산율 1.5명을 기록하

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0명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이보다 더 감

소한 0.9명을 기록

의 경우 오스트리아 1.4, 그리스 1.4, 헝가리
1.5, 이탈리아 1.3, 라트비아 1.6, 슬로바키아
1.5, 스페인 1.3 등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3.1명으로 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까지 떨어

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영국과 미국

졌는데 2020년 들어서도 감소추세는 이어지고

이 각각 1.7명을 기록하였으며 초고령국가인 일

있는 것으로 파악됨

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1.4명을 기록

- 통계청의 2020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0년

- 2018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으로 우

리나라보다 약 60% 높은 수준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명(0.84명)을 기록하여 감

소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한국과 OECD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명)

자료: OECD

1)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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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단위: 명)

자료: OECD

□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혼인율 2)도
감소하고 있어 향후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2010년에는 조혼인율이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 2000년에는 조혼인율이 7.0을 기록하며 서서히

감소하였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기록하
면서 2007년에 조혼인율이 다시 7.0을 나타냄
- 그러나 2011년에 조혼인율은 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에는 4.7을 기록하여
급기야는 5.0 아래로 떨어짐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결혼제도를 통해 결혼을
하고 이후에 출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혼 건수의 감소는 장래에 출산율 감소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향후 저출산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조혼인율은 인구 천명 당 혼인 건 수를 의미. 다만 조혼인율의 분모인 인구 천 명은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혼인율시 사용하는 분모의 인구 천 명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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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0~2018년 한국의 조혼인율
(단위: 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 저출산 심화와 비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
근에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였음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데 2020년 7월 3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전세 혹은 월세)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
록 규정
-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들은 확

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짐
-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계약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울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견, 혹은 소득 공개 및 세
금 추징근거가 드러남으로써 임대료가 상승할 가
능성 등의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음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에 전월세
금액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써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전계약액의 최대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음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전월세 임대

료 수준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풍선효과
가 발생할 가능성
- 처음 계약할 당시 미래의 상한선을 고려하여 애

초에 임대료 값이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장 세입자들이 전셋집 등을 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은 향후 무조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게 된다는 것임
- 임차인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을

추가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을 가지게 됨
- 하지만 계약갱신요구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의 직접거주로 인한 퇴
실요구, 세입자가 전월세를 연체하거나 불법적으
로 임차한 경우, 주택의 일부나 전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임대인은 4년

동안 시장의 상황에 변동없이 임대료를 일정하게
유지하게(최대 5% 인상)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이 또한 전세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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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 개정
안 등으로 주거 안정성이 감소할 가능성

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바
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
후 2020년 6.17 대책, 7.10 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매가격의 진정세는 의문시
- 대출한도 축소,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중과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풍선효과
로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 급상승을 가
져오기도 하였음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향후 주택매개가격의 방향에 대
해서는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

◦임대차 3법 개정안 등으로 전월세 시장에서도
임대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집주인들은 낮은 금리로 인하여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데다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계약에 따른
제약과 규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
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세입자 측면에서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로 입주하기가 어려
워짐에 따라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로 늘고 있
는 실정
- 정부는 월세의 가속화 우려를 가라앉히고 임차인

이 월세로 전환 시 임차인의 월세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
로 조정한다고 공표하였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
는 의문시

◦급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 개
정안 등으로 자가를 마련할 기회는 여의치 않고
전세의 비중이 감소하며 월세의 거주유형이 증
가함에 따라 향후 주거요인의 불안이 심화될 가
능성
◦거주유형을 포함한 주거요인은 인간의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써 개인 및 가구의 삶의 질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거주유형
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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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거요인과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 소개
□ 주택 등 주거요인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
대되면서 주거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음

- 변수정(2017)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가치관

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가치관의 변
화는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 문제나 주거 문제 등 미혼 인구에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지적
- 보고서는 주거 문제의 경우 많은 가정에 지속적

◦주로 주거비 부담 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혼뿐만 아니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은

라 출산까지 고려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국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

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 해결

이 주를 이룸

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 주로 사용된 데이터나 분석방법, 종속변

주장

수의 선정 등에 따라 개별 연구에서 차이를 나

◦이다은&서원석(2019)은 2017년 주거실태조사자

타내고 있으며 주거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료(국토교통부)를 사용하여 주거빈곤이 결혼에

유의성을 기준으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미치는지,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을 판단하

- 보고서는 주거실태조사자료에 포함된 항목 가운

는 연구가 진행되었음

데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부담 자료를 사
용하여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미혼

□ 주거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는 주로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줄
어들고 결혼이 늦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이끌어 냄
◦엄다원&홍경준(2019)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18~34세)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

데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결혼 가능성이 낮아지
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한국노동패널 12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경제력 대비 주택가격을 주거비 부담수준으로 설
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등에
속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은 결혼을 망설

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

◦천현숙 외(2016)도 주거환경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주택비용이 높을수록 혼인
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 천현숙 외(2016)는 2010~2014년을 대상으로 16

개 광역시도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후 지
역의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과 혼인율의 관

-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수준이 커질수록 결혼이행

계를 분석하였는데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결혼에 대한 심리적 부

상승은 혼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

담을 낮추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주거비

을 도출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옵션들이 제공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외에도 실업률이 높을수록, 여성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확인

◦변수정(2017)은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청년 문제나 주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
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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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기존 연구
에 따르면 주거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악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배호중(2019)은 한국사회에서 주거문제는 가장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주택가격이나 가구의

논쟁적인 정책영역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

주거부담이 결혼 혹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

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상대

해 분석하였음

적인 관심이 적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저출산 문
제와 연관지어 분석을 수행
- 배호중(2016)은 생존분석을 통해 월소득 대비 주

택임대료 비율로 측정한 주거비 부담이 신혼부부
의 출산 속도(혼인 후 첫 출산까지의 기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경우에도 횡단면 자료나 다른 연도를 병
합(pooling)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내생성 등
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결과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일수록 출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경우 전세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요인이 출산

간에 대한 규제, 전세금에 대한 규제 등으로 전

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

세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 연

◦서미숙(2016)은 주택가격 변화가 여성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구에서는 거주유형을 직접 사용하여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서미숙(2016)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

◦기존의 횡단면이나 병합자료와는 달리 가장 최

사 자료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아

근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주거요인이 결혼과

파트 매매가격 변화가 가구주 부인의 자녀 출산

출산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내생성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자료를 병합(pooling)하여 분석한 결과 아파트 주

-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의

택매매 가격이 상승할수록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결혼 이력 및 출산 이력을 추적하여 실제로 발생

거주자의 자녀 출산확률이 자가로 사는 거주자보

한 결혼상태 여부와 출산 여부를 사용하여 주거

다 낮아짐을 발견하였음

환경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삼식(2013)은 20~39세 유배우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주거행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사용
하여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존의 계량적 연구에서는 주로 방향성에만 관심

을 가지고 유의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하고자 함

- 회귀분석결과 자가나 월세, 무상의 경우는 비슷

하게 나타났으나 전세의 경우 출산에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그 당시의 자녀

수와 주거환경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
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주거요
인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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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에서는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

□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에
독립변수인 거주유형 외에 통제변수로 개인의 경
제·사회변수 등을 고려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거주유형을 고려
- 거주유형은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 등으로

◦한국노동패널은 현재 21차년도(2018년도) 조사
자료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1차년도부터
21차년도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에 사용

◦한국노동패널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구
데이터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데이터
가 존재하는데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의 경우 개인의 결혼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기 때문에 개인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을 수행하였음

구분하였으며 각각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거주
유형에 따른 결혼 가능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기준 변수로는 자가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전

세 혹은 월세일 경우 결혼 여부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

◦거주유형을 제외한 개인의 경제사회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음
- 취업여부: 취업여부는 결혼 당사자의 잠재적인

능력과 결혼의 경제적 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의 취업여부는 결혼

□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종속변수로는 혼인 추적변수를 사용하였는데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 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이를 구분하는 이항변수를 사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여 미취업자인 경

우는 0의 값을, 취업자의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도
록 코딩

◦1차년도부터 시작하여 미혼자를 대상으로 분석

-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을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 이후 새롭게 한국노동

나 결혼에 대한 의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결혼

패널에 진입하는 미혼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상대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

로 해당 개인을 포함시키고 이후의 혼인상태 변

문에 교육수준도 결혼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화를 추적함

* 교육수준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교육변수를

◦미혼자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해당 년도에
기혼자로 분류되며 그 이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
- 요컨대 맨 처음 미혼으로 분석대상에 진입한 개

인은 0으로 코딩하고 이후 미혼인 상태가 유지되
면 0의 값을, 결혼을 하게 되면 1의 값을 가지며
1의 값을 가지면 그 이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종속변수를 구축3)

더미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의 단계
는 무학,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등
으로 구분됨
- 성별: 성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시기, 의지 및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변수를 통
제변수로 포함
* 성별변수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

3) 기존의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화하였더라도 바로 전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전기의 미혼에서 당기의 기혼으로 변한 경우에
한해서 당기에 결혼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전기의 혼인상태 기록이 없는 경우 당기의 기혼 상태가 전년도부터 지속된 것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석
의 엄밀성을 위하여 해당 샘플의 경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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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연령에 따라서도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의

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연령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음
* 연령변수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를 사용

- 주택가격지수: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주유형
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미 포함하고 있지만 주
택가격의 추이변화라는 측면에서 시도별 주택
매매가격지수(주택종합)의

변화를

분석에

포

함하였음
* 주택가격지수는 시도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주택매매가
격 종합지수를 사용하였으며 2019년을 100으로 하
는 가격지수를 사용하였음

주택매매가격

(종속변수는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 우

변은 순서대로 상수항, 거주유형 더미변수, 성별
더미변수, 연령, 취업여부 더미변수, 교육수준 더
미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거주지역 더미
변수, 연도별 더미변수, 오차항 등을 의미)
◦분석방법으로는 패널 선형확률모델을 사용하여
확률값을 계산
- 본 연구에서는 거주유형에 따른 결혼 확률의 구

체적 수치를 추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패널선형확

*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1998년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시도단위의

          
           
            
      
           

종합지수는

연도별로는

2004년 자료부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별

률모델을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
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후 하우스만 테스트를 사
용하여 적절한 모형을 선정하였음

주택매매 종합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2004년부터 분
석이 가능함을 주지할 필요
- 지역변수: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

인식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거주인구 등에 따라
결혼 상대자를 찾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개인의 거주지역을 변수에 포함
* 지역변수로는 한국노동패널의 거주지역 코드(16개 시

도별 구분, 세종시 출범 이후는 17개 시도별 구분)를
사용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모형에 포함시킴
- 연도변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도별

-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의

경우는 로짓(logit) 모형이나 프로빗(probit) 모형
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추정치를 확률값으로 변환
하여 거주유형에 따른 결혼 확률을 추정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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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나 결혼에 대한 시간적 추이 변화 등을 고

여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선형 패널모형을 사용

려하기 위하여 연도변수를 포함

하여 추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

* 연도변수는 각 연도별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

* 실제로 프로빗 모형의 경우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만

추정이 가능하고 고정효과 모델은 추정이 불가하며,

□ 분석방법으로는 패널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고정효
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
형을 적용하고 하우스만 테스트를 사용하여 적절
한 모형을 선정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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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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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거주유형은 결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전세보다도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
적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값의 추정이

용이한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함
* 패널자료에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자가 거주에 비

하여 확률값을 추정하고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 적

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4.4% 포인트

절한 모형을 선정하여 결과를 도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

◦분석대상은 7차~21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미

약 12.3%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혼 가구주를 대상으로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

- 기타 거주유형(사택, 무상거주 등)의 경우에는 결

는 영향을 조사하였음

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약 15.6% 포인트 감소

- 현재 이용가능한 한국노동패널의 모든 자료 가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데 상기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데이

- 상기의 결과들은 거주유형이 결혼 가능성에 유의

터를 분석에 사용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가 2004년부터 이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나 기타와 같은 유형

용가능한 관계로 2004년 자료부터 분석에 사용

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만 가구원의 경우 거주유형이 본인의 거주유형

이 아닌 가구주의 거주유형에 의존하는 관계로
거주유형 변화가 실제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거주유형이 결
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결혼에 미치는 영향)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혼인 여부(혼인=1)

8,486

0.09

0.29

0.00

1.00

거주유형_자가(=1)

8,486

0.18

0.38

0.00

1.00

거주유형_전세(=1)

8,486

0.29

0.46

0.00

1.00

거주유형_월세(=1)

8,486

0.36

0.48

0.00

1.00

거주유형_기타(=1)

8,486

0.17

0.37

0.00

1.00

성별_남자(=1)

8,486

0.67

0.47

0.00

1.00

성별_여자(=1)

8,486

0.33

0.47

0.00

1.00

만 나이

8,486

35.34

9.80

15.00

86.00

취업여부_미취업(=1)

8,486

0.16

0.37

0.00

1.00

취업여부_취업(=1)

8,486

0.84

0.37

0.00

1.00

교육수준_무학(=1)

8,486

0.005

0.07

0.00

1.00

교육수준_고졸미만(=1)

8,486

0.11

0.31

0.00

1.00

교육수준_고졸(=1)

8,486

0.33

0.47

0.00

1.00

교육수준_전문대졸(=1)

8,486

0.21

0.40

0.00

1.00

교육수준_대졸이상(=1)

8,486

0.35

0.48

0.00

1.00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

8,486

86.26

11.55

58.85

107.82

주: 지역 더미, 연도 더미는 편의상 생략
자료: 한국노동패널(7~2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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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 모형에서도 전세 거주 시 자가 거주와
비교해 결혼 가능성이 약 3.9% 포인트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는 결
혼 가능성이 약 15.8%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확률효과 모형에서 전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주

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약 3.9% 포인트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
주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약 15.8% 포인트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에 비해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기타 형태 거주의 경우는 자가 거주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약 19.6% 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는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와

결혼 가능성에서의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약간 차
이가 나타나지만 자가나 전세보다 월세나 기타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 낮아진
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한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현재의 회귀식에서는 고
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절

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결과값은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가보다는 전세의 거주유형에서 결혼
가능성이 낮으며, 전세보다 월세의 경우에 결혼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4)
- 향후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가나 전세와

같은 거주형태로 입주할 수 있는 주거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취업여부 대신에 개인의 근로소득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취업여부 대신 근로소득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분석결과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가 거주 대비 전세 혹은 월세 거주 시에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률값의
변화도 거의 차이가 없음. 개인의 취업여부 대신에 개인의 소득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표는 <부록>에 <부표 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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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패널 선형모형)
변수

Fixed Effect

Random Effect

거주형태 - 전세

-0.0443***

-0.0389***

(자기 기준 대비)

(0.0130)

(0.0120)

거주형태 - 월세

-0.123***

-0.158***

(자기 기준 대비)

(0.0132)

(0.0121)

거주형태 - 기타

-0.156***

-0.196***

(자기 기준 대비)

(0.0147)

(0.0138)

성별

-

-0.139***

(0=남성, 1=여성)

-

(0.0180)

연령

0.0176***

0.00115

(만 나이)

(0.00189)

(0.00101)

취업여부

0.0223**

0.0254***

(미취업자=0. 취업자=1)

(0.00906)

(0.00882)

교육수준 – 고졸 이하

0.111

0.0214

(무학 기준 대비)

(0.0840)

(0.142)

교육수준 – 고졸

0.00935

0.155

(무학 기준 대비)

(0.0254)

(0.142)

교육수준 – 전문대졸

0.00908

0.194

(무학 기준 대비)

(0.0429)

(0.143)

교육수준 – 대졸 이상

-

0.194

(무학 기준 대비)

-

(0.142)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0.000452

-8.49e-05

(2019=100)

(0.000588)

(0.000577)

상수

-0.462***

0.107

(0.0610)

(0.157)

관측치수

7,467

7,467

그룹수

1,741

1,741

지역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하우스만 테스트

Yes
chi2(42) = (b-B)'[(V_b-V_B)^(-1)](b-B)
=
500.58
Prob>chi2 =
0.0000
→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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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데이터에서 결혼한 가구를
선정하여 아이가 없는 가구에서 신생아의 출산

□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에도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되
가구자료를 사용
◦결혼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의 결혼 여부를 분
석하는 관계로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출산에 대한 분석에서
는 한 가구 내에서 신생아의 출산여부를 조사하
는 관계로 가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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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분석에 사용

□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종속변수로는 혼인가구에서 출산 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출산여부에 따라 변수를 구분하는 이항
변수를 사용

◦출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두 가지 종속변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결혼에 미치

수를 고려하였는데 하나는 무자녀 가구에서 첫

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로는 가구의 거

번째 자녀의 출산 여부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

주유형을 고려

며, 다른 하나는 첫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둘

- 거주유형은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째 자녀의 출산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임
◦무자녀 가구에서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부터 시작하여 무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각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거주유형에 따라 출산
가능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자녀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

- 기준 변수로는 자가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전

차년도 이후 새롭게 한국노동패널에 진입하는

세 혹은 월세일 경우 출산 여부에 어떠한 차이를

무자녀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가구

나타내는지를 분석

를 포함시키고 이후의 출산 여부를 추적함
◦무자녀 가구가 일단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첫째 출산 가구로 분류되며 그 이

◦거주유형을 제외한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음
- 가구근로소득: 가구주의 일자리 여부 측면에서

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

취업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노

- 요컨대 맨 처음 무자녀 가구로 분석대상에 진입한

동패널에서는 가구자료의 경우 가구원의 인적사

가구는 0으로 코딩하고 이후 무자녀 가구 상태가

항에 대한 질문은 있지만 취업여부에 대한 설문

유지되면 0의 값을,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1

조사는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가

의 값을 가지며 1의 값을 가지면 그 이후에는 분

구의 근로소득을 사용함

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속변수를 구축5)

* 가구원의 취업여부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가구의 근

◦첫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둘째 아이를 출
산하게 되는 경우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하는 경우도 무자녀
가구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의 회귀식을 구성하였음
- 첫째 자녀의 출산 분석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한

자녀 가구로 분석대상에 진입한 가구는 1로 코딩
하고 이후 한자녀 가구 상태가 유지되면 1의 값

로소득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구의 근로소득은 물
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소득으로 변환한 후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출

산에 대한 가치관이나 출산에 대한 의지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통제변
수로 포함시켰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결혼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

을,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2의 값을 가지며

지로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교육변수를 더미변

2의 값을 가지면 그 이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데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단

하는 것으로 종속변수를 구축

계도 무학,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등
으로 구분됨

□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에도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인 거주유형 외에 통제변수로는 가구의 경제·사회
변수 등을 고려하였음

-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출산에 대

한 의지 및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

5) 기존의 무자녀 가구에서 첫 번째 출산가구로 변화하였더라도 바로 전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전기의 무자녀 가구에서 당기
에 첫 번째 출산가구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서 당기에 출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전기의 출산여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에 기록된 출산이 전년도부터 지
속된 것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석의 엄밀성을 위하여 해당 샘플의 경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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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변수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

◦분석을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회
귀식을 설정하여 분석

-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임신가

능성이 달라지고 출산에 대한 태도 및 의사결
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음

                
                    
           
       

* 연령변수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를 사용

- 주택가격지수: 결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서

주택가격의

추이변화라는

측면에

주택매매가격지수(주택종합)의

시도별

변

화를 분석에 포함하였음
* 결혼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지수는

시도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KB국민은
행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사용하였으며 2019년을 100으로 사용하는 가격지수
를 사용하였음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연도별로는

2004년 자료부터 이용이 가능한 관계로 2004년부터

분석을 수행하였음
- 가구주의 지역변수: 거주지역에 따라 출산에 대

한 인센티브, 출산에 대한 환경 등이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가구주의 거주지역을 변수에 포함
* 지역변수로는 한국노동패널의 거주지역 코드(16개 시

도별 구분, 세종시 출범 이후는 17개 시도별 구분)을
사용하여 더미변수로 모형에 포함시킴
- 연도변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도별

이벤트나 출산에 대한 시간적 추이 변화 등을 고
려하기 위하여 연도변수를 포함
* 연도변수는 각 연도별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

□ 분석방법으로는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서의 분석과 같이 패널모형을 적용하여 고정효과
(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을 적용하고 하우스만 테스트를 사용하여 적절한
모형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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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에서 첫째 출산, 혹은 한자녀에서 둘째

출산), 우변은 순서대로 상수항, 가구주의 거주
유형 더미변수, 가구주의 성별 더미변수, 가구
주의 만나이, 균등화 가구근로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더미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가
구주의 거주지역 더미변수, 연도별 더미변수,
오차항 등을 의미)
◦분석방법으로는 패널 선형확률모델을 사용하

*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1998년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시도단위의

(종속변수는 출산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

였으며 이로부터 확률값을 계산
-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마찬가지

로 확률의 구체적 수치를 추정하고자 하기 때문
에 패널 선형확률모델을 사용하여 분석
-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

한 후 하우스만 테스트를 사용하여 적절한 모형
을 선정하였음

◦분석대상은

7차~21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음
- 현재 이용가능한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사용하

여 상기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자료를
분석에 사용
-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가 2004년부터 이

용가능한 관계로 2004년 자료부터 분석에 사용
- 다만 출산의 경우 가임연령을 고려하여 해당 가

구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15~49세인 가구를 대상
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출산에 미치는 영향)
항목

관측치수

무자녀에서 첫째 출산(=1)

3,977

첫째에서 둘째 출산(=2)

3,169

거주유형_자가(=1)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23

0.42

0.00

1.00

1.09

0.29

1.00

2.00

7,146

0.42

0.49

0.00

1.00

거주유형_전세(=1)

7,146

0.40

0.49

0.00

1.00

거주유형_월세(=1)

7,146

0.12

0.33

0.00

1.00

거주유형_기타(=1)

7,146

0.05

0.22

0.00

1.00

성별_남자(=1)

7,146

0.87

0.34

0.00

1.00

성별_여자(=1)

7,146

0.13

0.34

0.00

1.00

만 나이

7,146

36.26

6.11

21.00

49.00

균등화가구근로소득(만 원)

7,146

2,632.32

1,807.22

0.00

45,886.95

교육수준_무학(=1)

7,145

0.003

0.06

0.00

1.00

교육수준_고졸미만(=1)

7,145

0.05

0.21

0.00

1.00

교육수준_고졸(=1)

7,145

0.32

0.47

0.00

1.00

교육수준_전문대졸(=1)

7,145

0.20

0.40

0.00

1.00

교육수준_대졸이상(=1)

7,145

0.42

0.49

0.00

1.00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

7,146

83.71

12.27

58.85

107.82

주: 지역 더미, 연도 더미는 편의상 생략
자료: 한국노동패널(7~21차)

□ 분석결과 거주유형은 무자녀 가구의 첫째 자녀 출
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고정효과 모형으로 거주유형이 무자녀 가구
의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와 월세 거주 시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 거주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0.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세 거주의 경우에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

- 확률효과 모형에서 전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주

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3% 포인
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유의적으로 판
명되었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 약 11.4% 포인트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기타 거주의 경우에도 고정효과 모형에서의 결과

와 차이가 있었는데 기타 유형에 거주할 경우 자
가 거주에 비해 첫째 출산 가능성이 약 6.8% 포
인트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월세 거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고정효과 모형

보다 확률효과 모형에서 (절대값 측면에서) 더
작게 추정되고 있음

가 거주에 비해 약 19.5% 포인트나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남
- 기타 거주의 경우에도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

녀를 출산할 확률이 약 2.1% 포인트 낮아졌으나
유의적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분석됨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 사이에서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현재의
회귀식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를
인용할 필요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자가 형태로 거주할 때보
다 월세, 기타 거주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가
능성이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17

<표 4>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패널 선형모형, 무자녀 → 첫째 출산)
변수

Fixed Effect

Random Effect

거주형태 - 전세

-0.101***

-0.0328

(자기 기준 대비)

(0.0328)

(0.0201)

거주형태 - 월세

-0.195***

-0.114***

(자기 기준 대비)

(0.0467)

(0.0296)

거주형태 - 기타

-0.0214

-0.0676*

(자기 기준 대비)

(0.0540)

(0.0378)

가구주 성별

0.0642

-0.0460

(0=남성, 1=여성)

(0.137)

(0.0292)

가구주 연령

0.0668

-0.0100***

(만 나이)

(0.0409)

(0.00213)

균등화 가구근로소득

4.81e-05***

1.40e-05***

(단위 만원)

(6.11e-06)

(4.66e-06)

가구주 교육수준 – 고졸 이하

-0.137

0.293

(무학 기준 대비)

(0.239)

(0.261)

가구주 교육수준 – 고졸

-0.247*

0.400
(0.256)

(무학 기준 대비)

(0.135)

가구주 교육수준 – 전문대졸

-0.0261

0.407

(무학 기준 대비)

(0.201)

(0.257)

가구주 교육수준 – 대졸 이상

-

0.399

(무학 기준 대비)

-

(0.257)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0.00268

0.00184

(2019=100)

(0.00219)

(0.00159)

상수

-2.263**

0.149

(1.146)

(0.291)

관측치수

3,196

3,196

그룹수

1,298

1,298

지역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하우스만 테스트

Yes
chi2(44) = (b-B)'[(V_b-V_B)^(-1)](b-B)
=
328.02
Prob>chi2 =
0.0000
→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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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기타유형 거주의 경우 자
가에 비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약
10.7%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

률효과 모형에서는 모든 거주유형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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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만 테스트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어 고정효과 기준으로 살
펴보면 자가, 전세, 월세 등의 거주유형의 차이
는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본 연구에서 둘째 아이의 출산에 대한 분석
은 한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출산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녀 가구의 표본

자체가 이미 자녀의 출산을 경험한 가구여서
거주유형에 따른 영향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둘째 아이의 추가적 출산에서는 거주유형이
더 이상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왔을 가능성
- 둘째

이상의 출산에서는 거주유형보다는 미미

한 수치이지만 유의적으로 나타난 가구근로소
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표 5>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패널 선형모형, 한자녀 → 둘째 출산)
변수

Fixed Effect

거주형태 - 전세

-0.00833

Random Effect
-0.0120

(자기 기준 대비)

(0.0215)

(0.0171)

거주형태 - 월세

-0.0283

-0.0309

(자기 기준 대비)

(0.0295)

(0.0235)

거주형태 - 기타

-0.107**

-0.0562

(자기 기준 대비)

(0.0484)

(0.0399)

가구주 성별

-0.0686

-0.0385

(0=남성, 1=여성)

(0.0991)

(0.0318)

가구주 연령

-0.151

-0.0135***

(만 나이)

(0.0936)

(0.00162)

균등화 가구근로소득

2.60e-05***

1.79e-05***
(5.42e-06)

(단위 만원)

(6.53e-06)

가구주 교육수준 – 고졸 이하

-0.240

0.108

(무학 기준 대비)

(0.330)

(0.238)

가구주 교육수준 – 고졸

-0.331***

0.0715

(무학 기준 대비)

(0.113)

(0.235)

가구주 교육수준 – 전문대졸

-0.270**

0.0695
(0.236)

(무학 기준 대비)

(0.137

가구주 교육수준 – 대졸 이상

-

0.0537

(무학 기준 대비)

-

(0.235)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0.000292

-0.000882

(2019=100)

(0.00120)

(0.00110)

상수

6.193**

1.554***

(3.098)

(0.258)

관측치수

2,677

2,677

그룹수

658

658

지역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하우스만 테스트

Yes
chi2(44) = (b-B)'[(V_b-V_B)^(-1)](b-B)
=
201.38
Prob>chi2 =
0.0000
→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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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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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 1~21차년도 패널구성이 가능하나 다른 변수의 이용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7~21차년도 패널

□ 본 연구에서는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거주유형은 결혼과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9월에 발표한 2020년 7월 통계자료에 따
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9개월 연속 감소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 거주유형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의 거주

형태로 구분하고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
수를

독립·통제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

-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는 통계 집계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

자가보다는 전세 및 월세 거주의 경우 결혼 가능

- OECD 국가별 비교에서도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의 경우 결혼 확률은 약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이보

4.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

다 더 감소한 0.9명을 기록하였음

주의 경우에는 약 12.3%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의 급변으로 주거환경의

로 나타남
* 기타 거주형태(사택, 무상주택 등)의 경우에는 결혼

불안요인도 증가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약 15.6% 포인트 감소하는

-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

입하여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개정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거주유형은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가 혹은 전세보다
도 월세와 같은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

- 이에 따라 전세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

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되지 않고 있으며 전월세 전환이 증가할 것이라

* 주요 관심 대상인 전세나 월세의 경우를 고려하면

는 우려에 당정에서는 법정 전환율을 2.5%로 추

전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주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진하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환경에도 변화가 있

약 23.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월세 거주

을 것으로 예상

의 경우 자가 거주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약 65.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를 감
안하여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 혹은 월세 거주자
의 경우 결혼 및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가장

- 거주유형은 무자녀 가구의 첫째 자녀 출산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 거주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

주에 비해 약 10.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노동패널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6)

최근

자료인

21차년도

(2018년) 조사자료를 포함하여 7~21차년도 패

* 월세 거주의 경우에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9.5% 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널자료를 사용하여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6) 분석결과를 변수들의
우에는 약 14.5%로
23.4% 낮은 것으로
세 거주의 경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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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에서 추정하면, 자가 거주의 경우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결혼 가능성이 약 18.9%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세 거주의 경
나타나 자가 거주 대비 전세 거주 시의 결혼 가능성은 약 7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가 거주보다 전세 거주의 경우 결혼 가능성이 약
해석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월세 거주의 경우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결혼 가능성이 약 6.6%로 나타나 자가 거주 대비 월
가능성은 약 65.1%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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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거주의 경우에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를

- 전세수급지수는 0~200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출산할 확률이 약 2.1%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

넘어서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

타났으나 비유의적인 결과로 의미를 두기 어려움

미하여 전세를 구하기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 주요 관심 대상인 전세나 월세의 경우를 고려하면

전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출산 가능
성이 약 28.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출산 가능성이
약 55.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7)
-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대부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미
- 주택종합 전세수급지수는 전국기준으로는 2020년
7월 100.2에서 8월에 102.2, 9월에 102.4로 상승

하였으며, 서울기준으로는 7월 110.6에서 8월
113.0, 9월 112.0으로 상승하였음
-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전세수급지수는 더욱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 2020년 7
월 117.5에서 8월에는 120.7, 9월에는 119.3을
기록

□ 현재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주거부담
을 심화시킬 수 있어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시
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부동산 규제정책(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등),
임대차 3법 등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수급지수는 110을 넘어서고 있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주택종합 월간 전세수급 동향(전세수급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7) 분석결과를 변수들의 평균값에서 추정하면, 자가 거주의 경우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첫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약 3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
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24.9%로 나타나 자가 거주 대비 전세 거주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약 71.1%에 불과하여 자가 거주보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28.9%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월세 거주의 경우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15.5%로 나타나 자가 거주 대비 월세 거주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약 55.7%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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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파트 월간 전세수급 동향(전세수급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

-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0월 5

면서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지

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313건

속적으로 상승

으로 월세 매물 8,528건 보다 215건 적은 것

- 주택종합 기준 평균 단위당(   ) 전세가격은 올해

부터 증가폭이 커지면서 2020년 9월 전국기준으

으로 나타남
- 올해

7월

이전까지는 전세 공급량이 월세의

로 2,431천 원을 기록하였으며, 서울기준으로는

1.5~2배를 기록하였으며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

4,934천 원을 기록하였음

행 직전인 7월 30일에도 전세는 38,873건, 월세

- 아파트 기준으로는 평균 단위당(   ) 전국기준 전

세가격이 8월에 3,018천 원을 기록하면서 3,000
천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어 9월에는 3,047천 원
으로 상승하였고, 서울기준으로는 9월에 5,970천
원을 기록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6,000천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는 23,525건을 기록하여 전세가 월세보다 매물
물량이 많았음8)
- 그러나 9월 18일 이후부터 상황이 역전되어 9

월 18일에는 전세 매물이 10,042건, 월세 매물
이 10,302건을 기록하면서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보다 260건 적은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이
후에도 전세 매물 비중이 월세 매물 비중보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
건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의
매물 건수가 월세의 매물 건수보다도 적어지
면서 전세 매물 비중은 줄고 월세 매물 비중
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8) 한국경제신문(2020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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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주택종합 기준 평균 단위전세가격
(단위:   /천 원)

자료: 한국감정원

<그림 7> 아파트 기준 평균 단위전세가격
(단위:   /천 원)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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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파트 기준 서울의 전세, 월세 매물 건수(2020년)
(단위: 건)

자료: 아실

◦향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면 인구절벽에 직

- 월세가 대세라는 의견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

면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킬 수

사료되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동산 정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 임대차법

책이 요구됨

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

-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다도 월세인 경우 결혼 가능성과 출
산 가능성이 더 크게 떨어짐
- 주택의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 집 마

련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거
부담은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난을 야기하고 월세를 가속화하는 현재의 부동
산 정책은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월세가 대세라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지

만 현 상황에서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은 주거
부담을 가중시켜 주거빈곤을 야기하고 결혼과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함
-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

록 규제는 완화하되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
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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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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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패널 선형모형 – 취업변수 대신 개인소득(실질)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
한 결과)
변수

Fixed Effect

Random Effect

거주형태 - 전세

-0.0478***

-0.0407***

(자기 기준 대비)

(0.0131)

(0.0121)

거주형태 - 월세

-0.126***

-0.159***

(자기 기준 대비)

(0.0133)

(0.0122)

거주형태 - 기타

-0.159***

-0.197***

(자기 기준 대비)

(0.0149)

(0.0139)

성별

-0.133***

(0=남성, 1=여성)
연령

0.000799

(만 나이)

(0.00193)

(0.00101)

개인소득

0.000108***

0.000129***

(만원)

(3.08e-05)

(2.94e-05)

교육수준 – 고졸 이하

0.108

0.0219

(무학 기준 대비)

(0.0841)

(0.141)

교육수준 – 고졸

0.00922

0.144
(0.141)

(무학 기준 대비)

(0.0256)

교육수준 – 전문대졸

0.00985

0.180

(무학 기준 대비)

(0.0430)

(0.142)

교육수준 – 대졸 이상

0.178

(무학 기준 대비)

(0.141)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0.000363

7.53e-06

(2019=100)

(0.000591)

(0.000579)

상수

-0.441***

0.119

(0.0617)

(0.157)

관측치수

7,396

7,396

그룹수

1,728

1,728

지역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Yes

하우스만 테스트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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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0)
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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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2(42) = (b-B)'[(V_b-V_B)^(-1)](b-B)
=
462.78
Prob>chi2 =
0.0000
→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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