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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래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

하에서 머물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 이하

인 0.98명을 기록하였다[1]. 이렇게 매우 낮은 출산율은 구소련 붕괴 이

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급격하게 꾀함으로써, 생산량 

감소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국가적 혼란 상태에 빠졌던 동

유럽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바에는[2,3],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특정 사회의 합계출산율은 그곳의 혼인율(전체여성 중 혼인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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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혼인한 여성이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

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3].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은 혼인하

지 않은 여성(동거 여성 혹은 홀로 사는 비혼모)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3]. 우리나라에서는 비혼모의 출산율은 무시할 정도로 낮은 편

이다[1]. 

최근 낮아진 합계출산율 저하는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초래된 최적

가임기(35세 이하) 여성들의 급격한 비혼율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25-29세 여성의 비혼 구성비는 1995년 29.6%에서 2005년 59.1%, 그리고 

2015년 77.3%로 상승했고, 30-34세는 1995년 6.7%에서 2005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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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2015년 37.5%로 증가했다[4]. 혼인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대 후반이 30대 초반보다 연령별 출산율이 높

았지만, 후반 들어 30대 초반이 20대 후반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에서 25-29세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에는 1,000명 당 177

명에 머물렀지만, 후반 159명으로 감소했고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18

년에는 41명이 되었다. 반면 30-34세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 58명에

서 2015년 117명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91명으로 감소했다[1]. 비록 30

대 초반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가장 높

은 출산율을 보였던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탓

에 30대 초반의 출산율 상승은 이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위해서는 30대 초반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관련 연구들은 대개 전체 가임연령대(15세부터 49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혹은 임신이나 피임과 같은 출산관련 

행위들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5,6].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전

체 가임연령대 여성들로 확대함으로써, 최적가임기 여성의 출산 혹은 

출산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특정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35세 이하의 기혼여성들로 삼

아, 이들의 무슨 특성이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 이전 세

대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대로 간주되곤 한다[7,8]. 이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패턴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인공임신중절 행

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 연구는 2012년 자료 

분석결과를 2000년대 자료를 분석한 이전 연구의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1980년 전후로 태어난 코호트 여성들이 이전 세대와 실제로 다른 

출산관련 행위와 태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출산을 제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

다. 최근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4세 여성 100명 중 7명, 그리고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이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가 그 비

율이 30%로 가장 높았다[9]. 응답자들 중 33-40%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가장 주된 이유의 하나로 원하지 않는 자녀의 출산을 제시했다

[9,10].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연구는 임신한 자녀를 원하지 않게 만드

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출산관련 행위는,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조차, 개인적 특

히 여성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되고 있다[11,12]. 그러나 

방글라데시[11]와 베트남[12] 등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는 여

성들이 만약 남편이 추가 자녀를 원하면 출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우리나라에서도 기혼여성의 출산[5]과 인공임신중절[6] 행위에 부

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임신이 부인과 남편이 함께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

온 공동의 의사결정 산물이라면,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은 부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

할 뿐 배우자인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인의 낙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부인의 인

공임신중절은 부인의 의견보다 남편의 의견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인의 낙태 결정에 영향력을 미

칠 가능성이 높다[13]. 가족제도가 가족주의인 사회에서 출산 통제권

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및 부부의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많은 영향

을 받기 쉽다[13].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출산통제를 행할 수 

있는 여성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에 따라 다르다. 무슬림 사회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공동체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일지라도 자신의 출산과 출산관련(인공임신중절과 피임)행위를 통제

할 수 있는 역량이 낮다[14]. 가부장적 집단에서 부인이 출산통제행위

를 행하려면 남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13]. 가부장적 제도가 강

한 집단일수록 출산통제기법의 사용을 통한 가족계획의 성공은 여성

보다 남성에 더 많이 의존할 필요성이 있다[15]. 남성이 여성보다 강력

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는 오히려 남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이 출산과 출산관련행위(피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

다[16]. 그러나 개인주의적 성평등 성향이 강한 최근 세대의 기혼 여성

은 비교적 가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전 세대와는 상이한 패턴의 인

공임신중절 행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동일한 연령대라도, 자녀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기혼 여성과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초기, 

자녀출산보다 자신의 삶과 경력을 중시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

보다 무자녀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17]. 유사하게 현존자녀 수에 따라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5,6]. 이는 출산순위별로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2012년 만 35세 이하 기혼 여성

의 인공임신중절 행위가, 출산순위별(무자녀와 한자녀)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3년 기간), 자신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에 어떠한 영

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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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분석자료

본 연구는『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를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가 다른 출산력 자료들에 비해 남편과 

부인의 취업경력이 철저히 조사되었기 때문이다[10].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없을 때와 한 명일 때 만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의 임공임신중

절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자료는 두 

개의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출산자녀가 없는 만 35세 

이하의 기혼여성들을 포함하고, 두 번째 표본은 한 명의 출산자녀를 

둔 만 35세 이하의 기혼여성들로 구성하였다. 무자녀의 표본크기는 

398명이고 한자녀의 표본크기는 698명이다. 분석대상을 35세 이하로 

국한시킨 이유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높은 개인주의적 성평

등 성향 이외에도, 만 35세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가임력이 급격히 떨어

지기 때문이다.

연구 변수

인공임신중절 행위는 무자녀와 한자녀일 때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는 무자녀와 한자녀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자녀의 종속변수

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유배우 여성이 혼인 후(혹은 2010년 이후) 조

사시점(2012년) 사이 첫째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했

는지의 여부이다. 한자녀의 종속변수는 첫째 자녀를 출산 후(혹은 

2010년 이후) 조사시점까지 둘째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을 했는지 여부이다. 출산순위가 올라갈수록,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상

승했다. 각 출산순위별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면, 무자녀 표본 12.1%, 

한자녀 표본 19.1%, 그리고 두자녀 표본 30%이다. 

설명될 독립변수로는 부인에 관한 사회인구학 변수들(연령, 교육수

준, 안정 직장, 월소득)과 남편에 관한 사회인구학 변수들(교육수준, 안

정 직장, 월소득)을 포함하였다(Table 1). 

부인 연령

부인 연령변수는 연령이 만 32세 이하인 집단과 33세에서 35세 이하

의 집단으로 이분하였다.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32세 이하 집단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Table 1에 따르면, 32세 이하 집단의 비율은 무

자녀 표본에서는 82.4%로 매우 높았지만, 두자녀 표본에서는 무려 

42.9%로 감소했다. 반면 33-35세 집단의 비율은 무자녀 표본에서는 

17.6%에서 두자녀 표본 57.1%로 급증했다. 

부인 교육수준

이는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을 말하며, 두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두 번째 범주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다. 

무자녀 집단에 비해 한자녀 집단에서, 고졸 이하의 비율은 증가한 반

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부인 안정직업

이 변수는 부인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면서 근무처가 공공기관, 

학교 혹은 대기업과 같은 선망의 직장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면서 공공기관, 학교,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무

자녀 집단이 한자녀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부인 월수입

이 변수는 세 집단, 소득이 없는 집단, 월소득 150만 원 미만, 월소득 

150만 원 초과 집단으로 구분된다. 무자녀 집단에 비해 한자녀 집단에

서, 소득이 없는 여성들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소득이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남편 교육수준

부인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집단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t no-child and one-child

Variables
No-child One-child

n % n %

Number of sample size 398 698
Number of women having the 

induced abortion
48 12.1 133 19.1

Age of mother (y)
   ≤32 328 82.4 467 66.9
   ≥33 70 17.6 231 33.1
Education of mother
   ≥College 317 79.6 475 68.1
   ≤High school 81 20.4 223 31.9
Stable job of mother
   Stable job 68 17.1 91 13
   Other 330 82.9 607 87
Income of mother
   No income (1,000 won) 154 39.3 424 60.8
   ≤150 98 25 118 16.9
   >150 140 35.7 155 22.2
Education of father
   ≥College 317 79.4 521 76.8
   ≤High school 81 20.4 157 23.2
Stable job of father
   Stable job 122 30.7 221 31.7
   Other 276 69.3 477 68.3
Income of father (1,000 won)
   <300 231 60.9 358 54.4
   ≥300 148 39.1 300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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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연령

부인연령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자녀와 한자

녀 표본 모두에서 높은 연령 기혼여성들이 낮은 연령 기혼여성보다 높

은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였지만, 그 관계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부인 교육수준

부인 교육수준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이 낮은 기혼여성이 높은 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

다. 하지만 부인 교육수준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관계는 한자녀 집단에

서만 p<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부인 안정직업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면서 근무처가 공공기관, 학교, 대기업인 기

혼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기혼보다, 자녀수가 한 명일 때, 유의미하게 낮

은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여준다. 한자녀 표본과 달리 무자녀 표본에

서, 부인 안정직업은 인공임신중절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졸업 이하, 두 번째 집단은 전문대 졸업 이상인 남편들로 구성된다. 부

인과 마찬가지로, 무자녀 집단에 비해 한자녀 집단이 더 높은 교육수

준을 보여주지만, 그 차이는 부인에 비해 낮다.

남편 안정직업

이 변수는 남편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면서 근무처가 공공기관, 

학교 혹은 대기업과 같은 선망의 직장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여성 안정

직업과 달리, 남편이 상용직이면서 공공기관, 학교, 대기업에서 근무하

는 비율은 무자녀와 한자녀 집단에서 매우 미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남편 월수입

이 변수는 남편의 월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 원 이상

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출산순위가 올라갈수록 남편의 월소득이 300

만 원 미만인 집단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분석 방법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여부 

간 출산순위별 교차분석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에서는 종종 유의미 수준을 0.05에서 

0.10으로 낮추어 해석하곤 한다. 이는 유의성을 정확성을 중시하는 ‘통

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과 해석의 실질적 의미를 중시하는 

‘실질적 유의성(substantive significance)’을 구분하는 전통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4.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35세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행위가 부부

의 사회경제적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런 다음, 출산순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다변량 

로지스틱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결정요인 변수들의 영향이 출산순위

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출산순위별 교차분석 결과 

Table 2는 각 독립변수들과 인공임신중절 여부 간의 관계를 각 출산

순위에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2. Cross-classification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de-
pendent varible at no-child and one-child

Variables
No-child One-child

n % p n % p

Age of mother (y)
   ≤32 38 11.6 0.545 82 17.6 0.153
   ≥33 10 14.3 51 22.1
Education of mother
   ≥College 37 11.7 0.702 81 17.1 0.078
   ≤High school 11 13.6 51 22.9
Stable job of mother
   Stable job 9 13.2 0.687 11 12.1 0.043
   Other 39 11.8 122 20.1
Income of mother
   No income (1,000 won) 25 16.2 0.105 89 21.0 0.279
   ≤150 8 8.2 19 16.1
   >150 14 10 25 16.1
Education of father
   ≥College 32 10.1 0.022 90 17.3 0.128
   ≤High school 16 19.8 36 22.9
Stable job of father
   Stable job 19 15.6 0.181 39 17.6 0.536
   Other 29 10.5 94 19.7
Income of father (1,000 won)
   <300 27 11.7 0.633 59 16.5 0.132
   ≥300 20 13.5 6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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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월수입

무자녀와 한자녀 표본에서 부인 월수입과 인공임신중절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무자녀와 한자녀 표본에서 소득이 없는 기혼여성이 소득

이 있는 여성보다 높은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두 변수 

간의 관계는 p<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남편 교육수준

무자녀와 한자녀 표본 모두에서 남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졸업 이

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낮은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두 변수 관계는 무자녀 표본에서만 p<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남편 안정직업

남편 안정직업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종

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면서 공공기관, 대기업, 학교에서 근무하는 남편

을 둔 기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

이 높았다.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무자녀와 한자녀 표본 모두에서 유의

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남편 월수입

남편 월수입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관계를 무자녀와 한자녀 표본에

서 분석한 결과, 남편의 월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인공임

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약간 높았다. 하지만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  

출산순위별 다변량 로지스트 모형의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밝

히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트 모형을 사용하였다. 

Table 3에서 보면, 출산순위 0, 즉 무자녀 표본에서 부인 안정직업과 

부인 월수입, 남편 교육수준이 여성 응답자의 인공임신중절 행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면서 근무처가 공공기

관, 학교, 대기업과 같은 좋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

성들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p< 0.1 수준에서, 2.6배가 되었

다(p < 0.1). 반면 부인의 높은 월소득은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을 

낮추었다(p< 0.05). 남편의 높은 교육수준은, 무자녀일 때, 임신한 부인

의 인공임신중절 가능성을 낮추었다(p< 0.01). 

월소득이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 가능성이 낮다

는 것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이

룰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될 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인공임

신중절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높은 교육수준이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

쳤다는 사실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과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인데, 비록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개

인주의가 심화되었지만, 여성들은 첫 자녀 출산 결정에서 가부장적 가

족주의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

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12,13,17].

자녀가 없는 젊은 기혼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그녀의 인공임신중절

에 자신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은 여성에게 자녀 출산은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뀐 사회

현상을 나타낸다. 만약 자녀출산이 선택이 아니라 당위성이라면, 부인

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해야 할 것이다. 

1997년과 2000년 출산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순위 0에

서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변수들은 모두 부인의 인

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0-12]. 즉, 최소한 2000

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첫 아이 출산은 당위적이고 보편적 현상이

었다[11].

출산순위 1, 즉 한자녀 표본의 모형에서는 오직 남편의 월수입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의 월수입이 300만 원

이 넘는 기혼여성 집단이 300만 원 미만의 기혼여성 집단보다 인공임

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높은 사

교육비용 등으로 인해 자녀의 질[18]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자녀 표본과 달리, 한자녀 표본의 모형에서 단지 하나의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마 아내와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dds ratios for the induced abortion rate, at 
no-child and one-child

Variables
No-child One-child

OR p OR p

Age of mother (y) (ref: ≤32)
   ≥33 1.101 0.814 1.357 0.150
Education of mother (ref: high school)
   ≥College 1.756 0.249 0.857 0.575
Stable job of mother (ref: other)
   Stable job 2.567 0.078 0.656 0.314
   Income of mother 0.632 0.053 0.952 0.757
Education of father (ref: high school)
   ≥College 0.318 0.011 0.739 0.301
Stable job of father (ref: other)
   Stable job 1.269 0.508 0.905 0.667
   Income of father 1.042 0.907 1.533 0.047
   Constant 0.405 0.289 0.271 0.006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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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별 상관없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젊은 기혼여성들

의 출산계획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자료

의 분석에서는, 출산순위 0과 달리, 출산순위 1에서 부부의 여러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0,11]. 달리 말해, 2003년

과 2005년 출산력 자료에서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자녀의 출산행위

가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선택행위였지만, 2012년 자료에서

는 많은 기혼여성들이 두 번째 자녀의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상적으로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원할지 몰라도, 현실적인 측면(이를테면, 높은 사교육비와 자녀

의 질, 자녀출산보다 자신의 경력을 중시해야 하는)에서 현재의 한자녀

로 만족해야 하는 한국 기혼여성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고  찰

이변량 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 가능성이 낮지만(그 관계가 유의미하든 않든 간에), 다

변량 분석에서는(다른 조건, 즉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본인의 교

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동일하다면) 여성의 안정직업이, 무자녀일 때, 

임신한 첫째 자녀의 인공임신중절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제공한다. 

McLanhan [19]은 2004년 미국인구학회 회장취임연설에서, 좋은 집

안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여성 즉 골드미스들은 혼인도 하고 

출산도 하지만 열악한 집안에 태어나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

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미국의 

인구학적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에는 시장경제와 복지정책 그리고 페

미니즘이 결합하여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

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비교적 최근까지 높은 여성에 비해 높은 

혼인율과 낮은 이혼율을 보여 왔다[7]. 그런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의 분석에 따르면[8],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 및 최근 유행과 이데올로

기를 선도하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30대 여성들이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혼인율이 높고 낮을수록 혼인율이 낮은, 소위 “새로운 패턴의 사회

경제적 혼인(new socioeconomic pattern of marriage) [20]”을 나타내고 

있었다.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에서도 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만 35세 이하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이변

량 분석결과는 낮은 계층 여성들이 높은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여준

다. 인공임신중절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변수 간의 이변량 분석 모두는, 

그 관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든 않든 간에,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

여주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낮다는 

발견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

을 내포한다. 

한편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상용직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여성의 일 경력이 인공임신중절에 긍정적 영향을, 그리

하여 출산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소

위 골드미스 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자녀출산보다 자신의 경력을 중시

하는 까닭에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내’

와 ‘어머니’ 이외의 것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

하는 페미니즘 아이디어는 출산장려 정책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19]. 이러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교육수준이 높은 선도적인 사람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수용한 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전파되

는 경향이 있다[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2003년 54.5%. 2009년 55.9% 

2012년 43.3%로 계속 감소해 왔다. 반면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1991년 8.5%에서 1997년 26.0%, 2000년 41.5%, 2003년 44.9%, 

2009년 44.1%, 2012년 53.5%로 증가하였다[6]. 1997년 외환위기와 2008

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었고 이는 노

동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했다. 게다가 페미니즘은 21세기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이데올로기로 우리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변동은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결혼이나 출산보

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그럼으로써 ‘자녀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의 수용은 자녀출산 인식을 자연스럽게 책무

와 같은 ‘당위성’에서 ‘선택’으로 바꾼다. 만일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경

력을 자녀출산보다 중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 되고, 그 이데올

로기를 뒷받침해 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된다면, 자녀출산

이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경력을 우선시하는 여성들은, 만일 임신을 하

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

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되면 될수록, 출산율은 내

려갈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데이터와 달리, 본 연구의 2012년 데이터는 한자녀 표본의 

다변량 모형 분석결과에서 단지 하나의 변수, 즉 남편의 월수입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녀가 한명일 때, 추가자녀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혹은 출산행위가 점차 선택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을 

함축한다. 2000년대 데이터의 분석결과들[5,6]은 출산순위 1에서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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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위와 인공임신중절이, 출산순위 0과 달리, 분명 선택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젊은 기혼여성들이 추가 자녀

의 출산을 일반적으로 점점 포기하는 현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결정요인들

을 출산순위별로 분석하였다. 35세 이하의 기혼여성들을 분석대상으

로 삼은 주된 이유는 이들 세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흔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의 주체로 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행위들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 작품

이다. 이런 까닭에,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그 행위들의 결정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의견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공

임신중절 모형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포함

시켰다. 또한 결정요인들의 영향은 현존자녀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출산순위별로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결과와 발견은 다음과 같다. 출산순위 0, 무자녀 표본에서

는 부인 안정직업, 부인 월수입, 남편 교육수준이 인공임신중절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무자녀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때 혹은 

첫 자녀의 출산을 결정할 때, 남편의 가부장적 기족주의와 여성의 개

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

실을 나타낸다[17]. 또한 2000년대와 달리, 2010년대 들어 혼인 후 첫째 

자녀 출산이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뀐 것을 반영한다. 

여성의 자유로운 삶과 일 경력을 결혼과 출산보다 더 중시하는 페미니

즘 이데올로기는 첫째 자녀의 출산을 선택적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출산순위 1의 인공임신중절 다변량 분석에서는 단지 하나의 변수만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에는 자녀

가 한 명일 때, 인공임신중절이 선택적이었지만, 오늘날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합계출산율을 감안할 때, 인공임신중절은 부인과 남편의 사

회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추가자녀의 출산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

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일부 사회운동가들은 인공임신중절을 원하지 않는 아이를 회

피하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로 주장하곤 한다. 반면 다른 유형의 사회

운동가들은 태아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한

다. 태도는 바뀔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원하는 아이’로 바꾸는 

사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이 인공임신중절로 입는 피해를 최소

화하고 태아의 존엄성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출

산과 기대소득을 분석한 출산이론과 페미니즘 이론은 주로 자녀의 비

용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돈만 

들어가는 기계가 아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기쁨과 혜택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자녀의 비용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

는 대신 자녀의 혜택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사

회운동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고자 했던 여성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이’를 ‘원하는 아이’로 인

식의 전환을 이끌어줄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인공임신중

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인도할 것이다. 자녀는 결코 부모

에게 경제적 ‘비용’만은 아니다. 경제적 비용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큰 혜택과 행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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