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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가오롯이개인의몫이라는게제일힘들어

요 아니더축소하면여자의몫이죠 이게현실이다보니

심리적 우울감도 심하고요 첫아이를 독박육아 했는데

그러다보니아이를더갖고싶은생각이없었어요

첫째 키우기도 힘들어요 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

어요 아이가 한명 더 생기면 분산될테고 그러다보면

둘다못해줄것같아요또아이가한명있을때는작은

집에살면되지만둘이면더넓은집으로가야되는문제

도발생하고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

시한심층면담에서추가출산을포기한이유들이다 어

머니들은 자녀양육을홀로책임져야 하는어려움과과

중한육아부담으로인한추가출산보다적은수의자녀

에 대한 양질의 양육 경력단절의 우려 장시간 근로에

따른자녀돌봄어려움등을호소했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산대응정책의생애주기

별 정합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출산 의향을

물은결과 653%는추가출산의향이없다고응답했다

특히 142%는 아이를 더 원하지만 육아 부담 등을 이

유로추가출산을포기했다고답했다

연구팀은 예비부모 영유아를 둔 가구 초등학생 자

녀를둔가구 중고등학생자녀를둔가구를그룹별로

300명씩무작위로선정해희망자녀수와추가출산의

향여부등을설문조사했다

이중자녀출산가능성이높은영유아와초등학생자

녀를 둔 600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출산 의향 질문에

565%는 없다고 했으며 253%만 있다는 뜻을 나타

냈다 영유아자녀를둔부모와자녀 1명을둔부모에서

추가출산의향은각각 323% 346%로높아졌다

자녀를더희망하지만추가출산은하지않겠다고답

한 128명(전체응답자중 142%)을 대상으로이유를물

었더니 531%가 양육비 부담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

어 직장생활과자녀양육의병행어려움(211%) 건강

이 좋지않아서(78%) 자녀를 혼자돌보기힘들어서

(47%) 나이가많아서(47%) 자녀를믿고맡길데가

없어서(31%) 구직활동 또는 직장복귀를 하려고(0

8%) 등이었다

양육비부담을추가출산을꺼리는주된방해요소로

꼽은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홑

벌이 가구일수록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보였다

양육비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기피한다는 68명을 상

대로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면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봤더니 471%는 그렇다고 응답

했다

육아정책연구소관계자는양육비지원의경우월가

구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에 초점을 맞춰야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난한청년들 내집은커녕집같은집에살고싶다

광주시북구에사는 60대후반이모씨는평생을집한

채 없이떠돌았다 아내와 자녀 셋을 데리고 40년 가까

이 23년마다 전세와 월세를 찾아 전전했다 가난한

농부의아들로태어난이씨는 28세에결혼해 30대엔육

아 4050대엔자녀교육에매달리느라집장만할여유

가없었다 이제자신의집을갖는꿈은

포기했지만 자녀들까지 주포자(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의 삶을 대물림하

지않을까걱정이다

이씨처럼 60대 이상 집 없는 가구주

가 광주전남에만 15만(14만9772)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129만6569)의

116%로 10가구중 1가구는평생집한

채없이떠돌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주택보급률 110%인데내집없는가구 40% 웃돌

아

주택보급률 100%를넘긴지오래다 2016년 기준광

주의 주택보급률은 1045% 전남은 1107%에 달한다

가구수에비해주택이남아돈다는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광주전남의 경우 10가

구중 4가구이상은자기집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5년 100%를 넘긴(100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1169%를 기록했다 전남은 2014년 1575%까

지치솟았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해 주택보급률을 낮췄

다 새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2016년 광주의 주택보급

률은 1045% 전남은 1107%로조사됐다

종전계산법이든새계산법이든광주전남주택보급

률은 100%를넘어섰다

그런데도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2012년

4만1806가구(광주 1만9584 전남 2만2222) 2013년 2만

8515가구(8454 2만61) 2014년 2만8684가구(1만1056

1만7628) 2015년 3만304가구(1만4673 1만5631) 2016

년 4만3779가구(2만2796 2만983) 등 5년새 광주전남

에 17만3088가구가공급됐다

이 중 미분양은 2014년 3228가구(광주 247 전남

2981) 2015년 2343가구(735 1608) 2016년 1799가구

(554 1245) 등이발생 주택이넘쳐나고있다

이처럼주택보급률이100%를넘어서고공급량도늘

어 미분양 물량까지 발생하는 데도 무주택가구는 40%

를웃돌고있다

통계청이발표한 2016 주택소유통계를보면광주의

전체 가구수는 56만9372가구다 이 중 무주택가구수는

24만4935가구(43%)로 나타났다 전남은 72만7197가구

중 42%인 30만5935가구가 무주택가구였다 10가구 중

4가구이상은집이없어전세나월세로사는것이다

무주택가구주의연령대를보면광주의경우40대가 5

만6808가구(2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만5509

가구(227%) 50대 4만7663가구(195%) 20대 이하 4만

1926가구(171%) 60대 2만2398가구(91%) 순이었다

전남은 50대 무주택가구주 비율이 20%(6만1250가구)

로 가장 높았고 40대(6만936 199%) 30대(4만8769

159%) 70대(4만362 132%) 60대(3만8694 126%)

20대이하(2만8239 92%)가뒤를이었다

3040대는 사회의 주축이지만 자녀의 육아교육비

탓에가계가쪼들리다보니주택구입에엄두를내지못

하는것으로풀이된다 여기에주택을재산증식수단으

로 활용하는 구조에 따라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

들과 젊은층의 내집갖기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

이다

주거빈곤율광주69% 전남 109%

사는 곳이 집 아닌 집이나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주거빈곤 가구도 10%에

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는 다른 계

층보다비율이월등히높았다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2034세) 1인 가구의 주거빈

곤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31%

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23

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구 14

5% 서구 83% 남구 78% 광산

구 36%순이었다

북구와 동구가 월등히 높은 것

은 청년 취업이 늦어지면서 대학

가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가 형성

되기때문으로보인다

전남의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

율은111%였다신안이 54%로전

남평균보다 4배가량높았다함평 403% 고흥 332%

담양 268% 장성 236%로 이들 지역은 2배를 웃돌았

다 반면산업이발달한전남동부지역(광양 23% 여수

99% 순천 111%)은 주거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

다

청년층의 주거빈곤 특징은 고시원옥탑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삶의 터전을 잡는 이들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5년에는광주의가구중고시원등에사는비

율은 02%(732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년 뒤인

2015년에는 17%(9538가구)로늘어났다

이 가운데 청년가구의 고시원 등 주거는 45%(3847

가구)였고 청년 1인가구는 73%(6568가구)로 급등세

를보여주고있다 청년 1인가구중주거빈곤층이밀집

한곳은북구와동구로대학가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1부 저출산의덫

7 청년주거빈곤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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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

2013년 청년주거빈곤율광주 131%전남 111%

취업 늦어지고치솟는집값에내집마련희망사라져

2016년 주택보급률 110%에도 10가구중 4가구 무주택

60대 이상 116% 달해주택 포기 삶 대물림전전긍긍

광주일보연중기획 I♥DREAM프로젝트 아이

가 꿈이다에서는 출생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

연을받고있습니다 아이와함께찍은사진과아

이에게들려주는덕담 태명에얽힌사연등을보

내주시면 출생축하방 코너를통해소개해드립

니다독자여러분의많은참여바랍니다

보내실곳idream@kwangjucokr

출 방하축산

양육비독박 육아 부담돼아이더원치않아

자녀둔어머니추가출산의향조사 565% 추가출산안할것

양육비부담출산기피 471%

국가양육비지원땐더낳겠다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신안 함평 고흥 담양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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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2034세) 1인가구주거빈곤율
단위%

광주

전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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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40대 50대 60대

4만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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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만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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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무주택가구주 단위가구 %

광주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