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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8 KICCE 소비실태조사(본조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시･도 (               )구․군(             )동․읍․면
세부 주소

취업모 여부
□ ① 취업 □ ② 휴직 중 □ ③ 학업 중
□ ④ 구직중 □ ⑤ 미취업

조사담당자 조사표작성일 2018년     월     일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

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일반

과제인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육아물가 연구(Ⅰ)」의 일환으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 육아물품 구매 및 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

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가 실시

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다시 연락드려 가구 소비실태와 함께 육아물품 구매와 관련된 조

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

조(비 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 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

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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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문2. 귀댁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문3. 귀댁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은 각각 어떠합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응

답해 주십시오. 현재 귀댁의 영유아 자녀가 하루 중 반일 이상(주5일 이용, 점심시

간 포함 일 4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 입

니까?

※ 성별과 이용기관은 2012~2018년생 자녀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3-1. 출생연월

문3-2. 성별 문3-3. 반일제(점심시간 포함 하루 4시간) 이상 이용기관

1.남 2.여 1.어린이집 2.유치원

3.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기관

4.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자녀1 (    )년 (   )월 생

자녀2 (    )년 (   )월 생

자녀3 (    )년 (   )월 생

자녀4 (    )년 (   )월 생

자녀5 (    )년 (   )월 생

문4.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 등,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

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 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돌보미 등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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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1. 영유아 자녀와 응답자 본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

문5. 문4에서 응답하신 가족 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생

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 예 : 가구주의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생활비를 일부 내더라도)가 이에 해당함. 단 가구주의 남동생의 학비 및 생

활비 일체를 가구주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응답하면 안됨.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

10.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구성원 없음

문6. 귀 댁의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주십시오.

6-1.본인 6-2.배우자

1. 출생년도 (         )년생 (          )년생

2. 최종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3.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6-2로
4. 구직 중   → 문6-2로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6-3으로
4. 구직 중 → 문6-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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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

을 응답하며 (기존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입), 야근,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함.

※ 출퇴근 시간은 출근(집 출발 - 근무지 도착) 시간과 퇴근(근무지 출발 - 집 귀가) 

시간 합산하여 응답.

문6-3. 결혼시기는 언제 입니까?

(             )년도

문6-4. 귀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입니까?

1. 예 2. 아니오

6-1.본인 6-2.배우자

5. 미취업    → 문6-2로 5. 미취업  → 문6-3으로

4.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5.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

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

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6. 노동시간 주당 평균 (    ) 시간 주당 평균 (    ) 시간

7. 출퇴근 시간 하루 평균 (    ) 시간 (    ) 분 하루 평균 (    ) 시간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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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구의 경제활동 및 양육비용 

문7. 귀 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1. 본인 근로소득 (       )  만원 일을 하여 번 돈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 등도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남은 돈을 
기입) 

2. 배우자 근로소득 (       )  만원

3.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       )  만원

4.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       )  만원
월세 등으로 받은 돈,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생긴 
소득, 주식거래 차익, 은행 이자 등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제외, 전세보증금 등도 제외)

5. 공적이전소득 (       )  만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출산장려금,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생계급여),
기초 노령연금,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 보조금, 사회
단체 보조금 등

6. 사적이전소득 (       )  만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

7. 기타소득 (       )  만원
보험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증여·상속, 축의금, 돌
잔치 등으로 생긴 돈

8. 사회보험소득 (       )  만원
각종 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 
생계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의미함.

문8~9. 귀 댁은 지난 1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원 대상별로 1회 수령 시 수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중간에 수혜 금액이 변동한 경우는 가장 최근 수혜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금

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 

※ 기타 공적 이전소득이 있었다면, 명칭과 지원해준 기관명을 적어 주십시오.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자녀5

8-1.
수혜경험

9-1.
금액

8-2.
수혜경험

9-2.
금액

8-3.
수혜경험

9-3.
금액

8-4.
수혜경험

9-4.
금액

8-5.
수혜경험

9-5. 
금액

1. 가정양육수당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녀 기준)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3. 아이돌보미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4. 출산 장려금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5. 기타
  (      )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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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11. 귀 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

※ 자녀별 지출 비용은 미취학 자녀 뿐만 아니라 가구내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하며, 

자녀별 지출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림하여 응답하되, 실질적인 비용 지출

이 없었던 경우에는 0원을 기입. 

※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녀별 금액이 나누어지지 않은 금액(예: 가족 외식비, 

가족 여행비 등)도 자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10.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단위: 만원)

문11. 가구 소비액 중 자녀별로 
지출 비

(단위: 만원)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자녀5

1. 식비(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만원

 1-1. 외식비
부모가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
은 제외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하여 응
답

만원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
(아동 침대, 책상 등 포함)

만원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침구류 포함

만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등 (자녀용 비타민 등 포함) 만원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포함

만원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장난감, 모빌 등), 여가용 도서 구입비, 
가족여행 등 포함
단, 교재교구는 교육비로 포함 

만원

 7-1. 가족여행 등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
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7-3. 완구 만원

 7-4. 도서구매
교재 교구는 제외.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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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택 종류는 무엇

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4. 상가주택

5. 기타

문13.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입주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가

2. 전세

3. 월세(보증금 유무 관계없음)

4. 기타

문14.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시작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도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10.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단위: 만원)

문11. 가구 소비액 중 자녀별로 
지출 비

(단위: 만원)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자녀5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교통비가 아닌 교육
비에 포함.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만원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
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미
용 서비스 등

만원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
자녀 명의 저축, 상해보험 등 

만원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11-3. 원리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및 원금 납입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자녀 돌봄의 댓가로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내 이전지출은 제외)

만원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만원

14. 총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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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 입니까?

※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부엌에 딸린 식당 포함)을 제외한 방의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개

문16. 자녀 출산 이후 주택 구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2. 기왕이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3.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4. 출산 때문에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17.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의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습

니까?

1. 그렇다 → 문17-1로 2. 아니다 → 문18로

문17-1. 그렇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는 무

엇입니까?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2.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3.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4. 지역 내 교육 및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다고 생

각해서

5.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6.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7. 기타(                                 )

문18. 귀하는 향후 5년 이내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 문18-1로           2. 아니다 → 문19로  

문18-1. 그렇다면,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2.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3.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4. 지역 내 교육 및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다고 생

각해서

5.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6.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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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2.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3.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

4.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5. 주거 집지역

6. 기타(                 ) 

문20. 귀 댁에서 처음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            )년도

2. 구입한 적 없다

문21. 현재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용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1. 매우 충분한 편

2. 대체로 충분한 편

3. 대체로 부족한 편

4. 매우 부족한 편

문22.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항목에 우선 지출 하시겠습니까? 

01. 식비(외식비 포함)

0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03. 기기/집기

04. 피복비

05. 보건/의료비

06. 교육/보육비

0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08. 교통/ 통신비

09.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10. 금융상품(어린이집 보험, 자녀를 위한 저축)

11. 이전지출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3. 부담되는 항목 없음

문23. 현재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01. 식비(외식비 포함)

0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03. 기기/집기

04. 피복비

05. 보건/의료비

06. 교육/보육비

0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08. 교통/ 통신비

09.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10. 금융상품(어린이집 보험, 자녀를 위한 저축)

11. 이전지출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3. 부담되는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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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 자녀를 낳기 전에 비해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가계 소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

니까?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1. 전체적인 가계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2. 전체적인 가계 지출 규모는 큰 변화 없다 

3. 전체적인 가계 지출 규모가 감소하였다

문24-1~3. 자녀를 낳은 후 생활비 지출 항목의 비중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가계 소비 지출에서 지출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과 감소한 항목은 무엇

입니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문24-1. 항목 구성의 지출비중 문24-2. 비용 지출이 증가한 항목 문24-3. 비용 지출이 감소한 항목

1. 항목 간 비중의 변화가 매우 
크다

   → 문24-2로

2. 항목 간 비중의 변화가 약간 
있었다

   → 문24-2로

3. 항목 간 비중의 변화는 
없었다

   → 문25로

01. 식비(외식비 포함)    
02. 주거/관리비  
03. 기기/집기
04. 피복비  
05. 보건/의료비 
06. 교육/보육비 
0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08. 교통/ 통신비 
09. 개인유지비 
10. 금융상품 (보험)  
11. 이전지출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3. 증가한 항목 없음

01. 식비(외식비 포함)    
02. 주거/관리비  
03. 기기/집기
04. 피복비  
05. 보건/의료비
06. 교육/보육비 
0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08. 교통/ 통신비 
09. 개인유지비 
10. 금융상품 (보험) 
11. 이전지출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3. 감소한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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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 다음은 육아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설문입니다.  

<아동용 설문을 수행한 후 이하 문항 진행>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 의사]

[문25~26 보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④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단, 예체능 학원 등)

⑤ 개별돌봄 서비스(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타인의 개별돌봄) 

⑥ 부모 직접 돌봄(ex.육아휴직 등 이용 포함)

문25. 다음 보기 중 앞으로 귀하의 자녀 연령별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

입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현재 자녀 연령 이후의 연령만 응

답해 주시면 됩니다. 

1세(13~24개월) 2세 3세 4세 5세 6세

문26. 다음 보기 중 귀하의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만 연령별로 어떤 서비스

를 이용하여 육아를 하면 가장 이상적일지,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육

아서비스 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모든 연령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12개월) 1세(13~24개월) 2세 3세 4세 5세 6세

문27.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학교수업 시간 후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돌볼 생각이십니까? 주로 이용할 방법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초등학교 돌봄교실

3. 학원 등 사교육 시설 이용

5. 부모 직접 돌봄

2. 방과 후 교실

4. 개별돌봄서비스

6. 기타(                             )

문28~30. 다음은 2018년에 도입이 (예정)되거나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육아정책입니다. 

이러한 육아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육아서비스를 귀댁의 자녀 양육을 

위해 이용할 의사가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지 그 변화 정도를 답변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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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 
많이 
감소

이용 
의사 
감소

이용 
의사 
변함 
없음

이용 
의사 
증가

이용 
의사 
많이 
증가

1 2 3 4 5

문28.
기관
보육·
교육

서비스

1. 어린이집 표준보육시간 제도 도입
※ 일정 시간의 ‘표준보육시간’은 무상 이용, 표

준보육시간 이상 이용은 소득수준별로 비용 
차등하여 부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2.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육서비스

3.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서 ‘영어’ 교육 제외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문29.
개별
돌봄

서비스

4.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
지원비율 상향(5%p)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돌봄

5.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5%p)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6.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확대(연 480 → 60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문30.
부모 
시간 
지원 

서비스

7.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액 인
상(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8.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
한 아버지 육아휴직 3개월(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아버지 육아휴직

9. 초등 1학년 입학기 자녀 부모 하루 1시간 단
축근무 지원(사업주 지원)

1시간 단축근무

Ⅲ.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 다음은 영유아 가구의 보건 의료 관련 지원 정책입니다. 

문31~문31-2. 다음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계시다면, 다음의 

지원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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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 정책명

문31. 인지여부 문31-1. 이용 여부
문31-2. 정책 

만족도

세부내용
까지

알고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현재 이용중
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
(수혜) 

경험이 없음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문31-1

→
문31-1

→
문32-1

→
문31-2

→
문32-1

1 2 3 1 2

1. 보건의료 지원 정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
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만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지원)

2.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
원, 영유아 건강검진) 

※ 다음은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관련 지원 정책입니다. 

문32-1. 다음의 지원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명

문32-1. 이용 여부

현재 이용중
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수혜) 
경험이 없음

→ 문32-2 → 문32-3

1 2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1.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4.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 야간보육,휴일보육, 등 이용시 지원)

5.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시 지원)

6.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정규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 이용 시 지원)

개별돌봄

7.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돌봄

8.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9.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출산 양육비용

10.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1.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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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2-2. 이용해 보셨다면, 이용해 보신 지원정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32-3. 이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용해 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책을 하나라도 이용해보신 경우에는 정책 만족도를, 모두 

이용해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미이용 사유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명

문32-2. 정책 
만족도

문32-3. 미이용 사유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령이 높거나 낮아서)
2.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중복수혜가 안됨)
3.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짐
4. 이용자가 많아서 실제 이용하기 어려움
5. 이용절차가 복잡함
6. 서비스 내용이 부실함
7. 신뢰가 안감
8. 비용이 비쌈
9.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10. 기타 (                   )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1  0-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개별돌봄서비스

3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돌봄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4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정부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33~문33-1.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사업을 이용하거

나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식비 지원 정책명

문33. 인지여부 문33-1. 이용 여부

세부내용
까지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현재 이용중
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수혜) 
경험이 없음

→ 문33-1 → 문33-1 → 문34

1 2 3 1 2

1. 식비 및 생활비 지원 정책 (영양플러스, 저

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감면 )

※ 정부는 다자녀 가구 혹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 등의 주거 관

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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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문34-1. 다음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다음의 지원정책

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거비 지원 정책명

문34. 인지여부 문34-1. 이용 및 수혜 여부

세부내용
까지

알고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현재 
이용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수혜) 
경험이 없음

→ 문34-1 → 문34-1 → 문35로

1 2 3 1 2

1. 주거비 지원 정책 (전기요금감면, 도시

가스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 

※ 다음은 영유아 가구의 기타 지원 정책입니다. 

문35. 다음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문35-1. 알고 있다면, 다음의 지원정책을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지원 정책명

문35. 인지여부 문35-1. 이용 및 수혜 여부

세부내용
까지

알고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현재 

이용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이용(수혜) 
경험이 없음

→ 문35-1 → 문35-1 → 문36 → 문35-2 → 문36

1 2 3 1 2

1.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차체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부모지원서비스(부
모교육, 상담), 놀이 체험 프로그램, 육아
카페)

3. 육아휴직

4. 남성 육아휴직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
유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
스,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문35-2. 이용해 보셨다면, 이용해 보신 지원정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35-3. 이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용해 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책을 하나라도 이용해보신 경우에는 정책 만족도를, 모두 

이용해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미이용 사유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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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정책명

문35-2. 정책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차체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부모지원서비스(부모교육, 상담), 놀이 체험 프로
그램, 육아카페)

3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
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Ⅳ.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문36. 귀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와 국가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2.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

3.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해야 함.

4.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5. 기타(                                     )

6. 잘 모름

문37.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수혜 전 부모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ex.유아교육비, 보육료 수혜 전 부모교육 일정시간 필수 이수)

1. 예 2. 아니오

문38. 귀댁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 문38-1로

2. 개별 돌봄 서비스 → 문38-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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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 문38-3으로

4.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문38-4로

5.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 문38-5로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양육 물품 지원 → 

문38-6으로

문38-1.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정부 지원

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가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영아 무상보육료, 누리과정 보육·교육비 지원액 수준

2.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부족

3.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부족

4.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서비스 질 수준 미흡

5. 기타(                                 )

문38-1-1.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정책 분야

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4.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5. 보육·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6.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7. 아동학대 등 근절

8.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9. 기타(                                    )

10. 개선할 부분 없음

→ 응답 후 문39로 이동하십시오.

문38-2. [개별돌봄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

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가 개별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이 한정됨

2.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이 낮음

3.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가 잘 안됨(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어려움)

4.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 미흡(서비스 내용, 이용 시간 불편)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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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8-2-1. [개별돌봄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공 개별돌봄인력(ex.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2.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4.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5.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6.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이용 필요시 즉각적 연계 강화)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 응답 후 문39로 이동하십시오.

문38-3.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가 이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서비스 다양성 부족(원하는 프로그램 없음)

2.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부족

3. 서비스 수준 미흡(서비스 내용, 담당 인력의 질, 공간의 규모 등)

4. 서비스에 대한 홍보 미흡(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름)

5. 기타(                               )

문38-3-1.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시간제 이용·기타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ex.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서비스 수준 제고

4.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5. 기타(                                        )

6. 개선할 부분 없음

→ 응답 후 문39로 이동하십시오.

문38-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가 

이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1. 비용 지원 미흡(육아휴직 급여 수준 등)

2.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시간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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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기간 불충분

5.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부족

6. 이용 자격기준 확대 미흡

7. 법적 지원 미흡(이용 강제화 조치 등 필요)

8. 남성의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

9. 기타(                          )

문38-4-1.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

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2.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

확한 기준 설정

3.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4.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ex. 자동육아휴직, 아빠의 달 이용 강제화)

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대체인력 풀 구축 및 연계, 대

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6. 서비스 다양성 강화(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휴가 휴직 형태 도입)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 응답 후 문39로 이동하십시오.

문38-5.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양육수

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

습니다. 귀하가 이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1. 비용 지원 수준 미흡(양육비 절감에 부족함)

2. 서비스 홍보 부족(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

3. 비용 지원 기간 미흡(연령 기준 확대 필요)

4. 비용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5. 지원 대상 한정

6. 기타(               )

문38-5-1.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금 지원 수준 제고

2.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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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4.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5. 기타(                                   )

6. 개선할 부분 없음

→ 응답 후 문39로 이동하십시오.

문38-6. [양육물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물품 지원(도서대여, 완구, 장난감, 기저

귀, 분유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가 이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1. 물품 지원량이 적음(실제 필요량에 비해 적음)

2. 서비스 홍보 부족(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

3. 지원 기준 한정(연령, 소득 등 자격기준의 한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움)

4. 물품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육아품목 중 일부에 한정)

5. 전달체계의 접근성 부족(대여기관 부족 등)

6. 기타(                                     )

문38-6-1. [양육물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양육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2.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3. 서비스 홍보 강화(자격 충족시 대상자 통보, 이용 의향 접수)

4.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최대 필요 기간까지 확대)

5.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

6.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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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육아 소비 성향

문39. 구입하던 육아 ‘내구재 상품(아래의 예시 참조)’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

입과 관련해 귀하는 통상 어떠한 구매패턴과 경향을 보이십니까? 

1. 가격이 올라도 사던 제품을 구매 또는 이용하는 편이다

2. 가급적 다른 상품의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바꾸

는 편이다

3. 꼭 필요한 물품인지 생각해보아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다

4. 중고거래 상품이나, 대여하기, 돌려쓰기 등이 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다

5.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구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

6. 평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둔감한 편이다

7. 기타(     )

【내구재 상품 예시】

 1. 유모차        2. 카시트        3. 장난감        4. 자전거   

 5. 기타 승용물(보행기, 쏘서, 바운서 등)    6. 영유아 전용 가구(아기침대, 식탁의자, 책상, 책장 등) 

 7. 교재교구      8. 책     9. 침구류(겉싸개, 속싸개, 이불 등)   10. 놀이방 매트

 11. 아기욕조    12. 수유관련용품(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13. 이유식제조기                  14. 상품 기타

문40. 구입하던 육아 ‘소비재 상품(아래의 예시 참조)’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

입과 관련해 귀하는 통상 어떠한 구매패턴과 경향을 보이십니까? 

1. 가격이 올라도 사던 제품을 구매 또는 이용하는 편이다

2. 가급적 다른 상품의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바꾸는 

편이다

3. 꼭 필요한 물품인지 생각해보아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다

4.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구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

5. 평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둔감한 편이다

6. 기타(     )   

【소비재 상품 예시】

 1. 분유    2. 기저귀   3. 목욕 및 위생용품(물티슈, 치약, 칫솔, 로션, 샴푸 등) 

 4. 건강보조식품(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등)   5. 상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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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1. 구입하던 육아 ‘기관 서비스(아래의 예시 참조)’의 비용이 올랐을 때, 육아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귀하는 통상 어떠한 구매패턴과 경향을 보이십니까?

1. 가격이 올라도 이용하던/다니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다   

2. 가급적 다른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최저가 혹은 적정가로 바꾸는 

편이다

3. 이용하던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4. 평소 비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둔감한 편이다  

5. 기타(     )      

【기관 서비스 예시】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문42. 구입하던 육아 ‘사교육 및 개별돌봄 서비스(아래의 예시 참조)’의 비용이 올랐을 

때, 육아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귀하는 통상 어떠한 구매패턴과 경향을 보이십니까? 

1. 가격이 올라도 이용하던/다니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다   

2. 가급적 다른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최저가 혹은 적정가로 바꾸는 편

이다

3. 이용하던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4. 평소 비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둔감한 편이다  

5. 기타(     )         

【사교육 및 개별돌봄 서비스 예시】 

 1. 시간제 학원     2. 방문학습지    3. 문화센터   4.아이돌봄 

문43.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육아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어떤 비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십니까? 우선적으로 줄일 비목을 2개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01. 식비(외식비 포함)

02. 주거/관리비 

03. 기기/집기

04. 피복비

05. 보건/의료비

06. 교육/보육비

0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08. 교통/ 통신비

09. 개인유지비

10. 금융상품

11. 이전지출(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9. 모름/무응답

문44. 귀 댁의 가구소득이 만일 10% 줄어든다면, 육아 상품(분유, 기저귀 등)에 대한 지

출은 몇 %  줄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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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감소율만큼 육아상품 구매를 줄이는 경우의 예 : 가구소득이 월평균 300만원

인 가구가 육아상품을 50만원어치 지출하고 있었다면, 소득이 30만원이 감소(10%

감소)할 때 육아상품도 5만원 감소시킴(10% 감소) 

   현재 육아상품에 대한 지출 대비 (              )% 감축

【육아 상품 예시】

 1. 유모차     2. 카시트    3. 장난감     4. 자전거   5. 기타 승용물(보행기, 쏘서, 바운서 등) 

 6. 의류       7. 신발      8. 영유아 전용 가구(아기침대, 식탁의자, 책상, 책장 등)

 9. 교재교구   10. 책      11. 침구류(겉싸개, 속싸개, 이불 등)   12. 놀이방 매트

 13. 아기욕조             14. 수유관련용품(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15. 이유식제조기         16. 분유      17. 기저귀    

 18. 목욕 및 위생용품(물티슈, 치약, 칫솔,   로션, 샴푸 등)  

 19. 건강보조식품(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등)      20. 상품 기타

문45. 귀 댁의 가구소득이 만일 10% 줄어든다면, 육아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몇 % 줄

이시겠습니까?

      현재 육아 서비스에 대한 지출 대비 (              )% 감축

【육아 서비스 예시】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4. 시간제 학원  5. 방문학습지  6. 문화센터     7. 아이돌봄 

Ⅵ.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문46. 본인 가구의 현재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거라 예상하십니까?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치

상층

① 상상

상층

① 상상

② 상중 ② 상중

③ 상하 ③ 상하

중층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⑤ 중중 ⑤ 중중

⑥ 중하 ⑥ 중하

하층

⑦ 하상

하층

⑦ 하상

⑧ 하중 ⑧ 하중

⑨ 하하 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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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7.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1. 지금보다 지위 격차가 없이 평등한 사회일 것이다

2. 지금과 유사할 것이다

3. 지금보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다

4. 모르겠다 

5. 기타(                 )

문48.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거라 여겨지십니까? 

1. 사회경제적 부 

2. 명예

3. 개인의 행복

4. 공동체 의식

5. 기타(                  )

문49.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갖게 되었으면 하는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전문직(의사, 법률인, 교수, 과학자, 연구원)

2.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3. 대기업 또는 금융권 직원

4. 언론인 

5. 자영업 고용주, 사업가

6. 문화예술인(운동선수, 화가, 연예인, (방송)작가)

7. 전문 기술직(자동차 정비사, 전기 기술사 등)

8. 기타(           )

9. 생각해보지 않음 

문50. 미래 자녀세대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육아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의 내실화     

2. 지역사회 특기적성 관련 공적 인프라 확대(적은 비용이나 바우처로 악기나 체

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센터) 

3.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대(도서관, 박물관 등)

4. 초등 돌봄지원 확대

5.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6. 평등성이 보장된 대입전형의 변화 

7. 영유아 양육비용 절감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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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1. 귀하는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부양해야한다

2.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좋다.

3. 부모가 독립적 생활을 하되, 자녀도 부양할 책임은 있다.

4. 전혀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문52. 귀하(배우자 포함)의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사이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노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2.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한 편이다

3. 둘 다 비슷하다

4. 자녀양육이 더 중요한 편이다

5. 자녀양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동용 자녀번호
해당자녀 
생년월

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Ⅱ-1~4은 영유아기 자녀에 대해서만 아동별로 각각 응답합니다. 

※ 문1 ~ 문8는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 수 만큼 반복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가정에서 해당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부모

2. 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

3.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이모, 고모, 친척 할머니, 삼촌 등)

4. 타인(육아돌보미 등)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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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모를 경우, 어린이집 이름 기입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4. 민간 5. 가정 6. 직장

7. 부모협동 8. 모름(기관명:           )

문2-2. (해당 자녀가 2015~2018년생인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

비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맞춤반          2. 종일반

문2-3.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
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도착시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문2-4. 현재 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2-4-1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2-4-1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2-5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2-4-2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2-4-2로

문2-4-1.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

엇입니까?

1. 이용 자격 때문에(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2.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3.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4.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7. 기타(                   )

문2-4-2.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해서

2.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 부담되어서

3.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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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6.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7. 기타(                   )

문2-5. 다음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018년 기준으로 기입.

문2-6. 어린이집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수는 몇 개 입니까?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문2-5. 비용 문2-6. 과목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월(        )천원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입학금 
등)

월(        )천원

3.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월(        )천원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천원 월 (        ) 개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        )천원

문2-7.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8.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3. 특기교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

4.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5. 사회성 발달을 위해

6.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7.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8. 보육료가 나라에서 지원되어서

9. 기타(              )

문2-9.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입니까? 

1. 예   → 문5-1로 2. 아니오   → 문2-9-1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28

문2-9-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

에 해당합니까?(낮 시간 기준) 

1. 유치원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ex. 시간제 보육, 조부모·

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

문2-9-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

8.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Ⅱ-2. 유치원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국·공립 2. 사립

문3-2. 평상시에 이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

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도착시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문3-3. 현재 이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3-3-1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3-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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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3-4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3-3-2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3-3-2로

문3-3-1.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1.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2.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3.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4.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7. 기타(                   )

문3-3-2. 유치원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 만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

니까?

1. 유치원의 운영 방침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해서

2.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 부담되어서

3.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4.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5.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6.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7. 기타(              )

문3-4. 다음의 유치원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

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18년 기준으로 기입

문3-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

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수는 몇 개 입니까? 없으면 0을 입력해 주

십시오.

항목 문3-4. 비용 문3-5. 과목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 월(        )천원

2. 그 밖의 비용(현장학습비, 행사비, 통학차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
비, 원복비, 입학금 등)

월(        )천원

3. 방과후 과정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 ※ 특성화프로그램비용 제외)

월(        )천원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천원 월 (        ) 개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 비용을 기입해 주세요)

월(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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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6.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유치원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7.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3. 특기교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

4.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5. 사회성 발달을 위해

6.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7. 양육(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8. 교육비가 나라에서 지원되어서

9. 기타(              )

문3-8.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문5-1로 2. 아니오   → 문3-8-1로

문3-8-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했던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

에 해당합니까? (낮시간 기준)

1. 어린이집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 이용(ex. 시간제보육 이용, 조부모·

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 

문3-8-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

8.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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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4-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영어학원(키즈칼리지, YBM, ECC, SLP 등)

2.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 예능 학원

3. 놀이학원 (크라벨, 위버지니어스, 하바 등)

4. 체육학원 (YMCA 아기스포츠단, 유아체육단 등)

5. 종교기관 (선교원 등)

6. 기타 공공기관(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7. 기타(어디:                      )

문4-2. 평상시에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

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

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도착시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문4-3. 현재 이 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4-3-1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4-3-1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4-4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4-3-2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4-3-2로

문4-3-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친구들이 그 시간에 다 하원함)

2.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3.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4.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6. 기타(                   )

문4-3-2.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만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관의 운영 방침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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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 부담되어서

3.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4.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6.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7. 기타(                       )

문4-4.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18년 기

준으로 기입.

문4-5.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 입니까?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문4-4. 비용 문4-5. 과목수

1. 수업료 월(        )천원

2. 그 밖의 비용(교재교구비, 재료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 현장학습비, 행사비, 입학금, 원복비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비용 제외)
월(        )천원

3.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천원 월 (        ) 개

문4-6.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4-7.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4-8.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가 원해서

2.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4.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5. 집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없어서

6. 어린이집/유치원을 이미 다녀서 다른 기관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7.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이 다 차서

8.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9.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1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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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9.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현재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문5-1로 2. 아니오   → 문4-9-1로

문4-9-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했던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

에 해당합니까? (낮시간 기준) 

1. 어린이집 이용

2. 유치원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시간제 보육 이용, 조부모·

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

문4-9-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

8.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Ⅱ-4. 기타 보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시간제 일시보육]

문5-1.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

습니까?

1. 예  → 문5-2로  

2. 아니오 → 문6-1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34

문5-2.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해 본 시간제 보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용한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육아종합지원센터

4. 기타 (                  )

문5-3.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는 시간제일시보육서비스를 월 평균 몇 회 이용

하였습니까?

월 평균 (             )회

문5-4. 시간제일시보육서비스 이용 시 1회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1회 평균 (                  ) 시간

문5-5. 자녀를 위한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 만원 이하 반올림 

월 평균 (                   )만원

문5-6. 자녀를 위해 이용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5-7. 이 자녀를 위해 시간제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다른 기관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등원 전, 저녁 등) 돌봄이 필요해서

2. 아이 연령이 어려서 기관에 오래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3. 방과후 과정 대신 개별돌봄 하면서 학습지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

해서

4. 기관 운영시간이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5. 급한 볼 일이 있을 때 필요해서

6. 종일제 기관을 현재 이용할 수 없어서(ex. 이용 신청을 해두고 대기중)

7. 기타(                               )

[개별돌봄서비스]

문6-1. 이 자녀를 위해 다음의 개별 양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문6-2. 이 자녀의 돌봄 장소는 어디입니까? ※ 돌봄 장소가 둘 다인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6-3. 이 자녀의 개별돌봄 인력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 입주형’의 경우 아이를 돌봄인력의 집에 24시간 이상 데려다 놓고 부모가 주기적

으로 데려가거나 돌봄인력이 아이의 집에 상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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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1. 이용여부 문6-2. 돌봄장소 문6-3. 근무형태

있음 없음 아이의 집 돌봄 인력 집 입주형 출퇴근형

1 2 1 2 1 2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 민간 육아도우미

3. 조부모 돌봄

4.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 민간육아도우미: 업체 소속 베이비시터, 개별로 활동하는 육아도우미, 이웃 등 포

함한 인력.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조부모, 친인척을 제외한 모든 인력.

문6-4. 이 자녀의 개별돌봄 이용빈도와 주당 총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6-5. 이 자녀의 개별돌봄 비용은 월 평균 얼마 입니까? 

※ 돌봄인력이 자녀를 한명 이상 돌보는 경우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비용만 응

답해 주십시오.  

   예) 베이비시터가 하루에 4시간씩 자녀 2명을 동시에 돌보며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 돌보는 비중에 따라 첫째자녀 3시간, 둘째자녀 1시간 등 시간을 배분하

고, 이용 비용도 70만원, 30만원씩 배분하여 응답 

※ 문6-4-1의 이용빈도는 주당 맡겨놓은 날의 횟수로. 등하원처럼 하루 2회 이상 왔

다갔다 하는 경우에도 하루 1회로 카운트.

문6-6.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1. 한국인        2. 외국인(국적 :             )

문6-7.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개별 양육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2 3 4 5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 민간 육아도우미

3. 조부모 돌봄

4.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문6-4-1. 이용빈도 문6-4-2. 이용시간 문6-5. 이용비용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주 (       )회 주당 총 (       )시간 월 평균 (       )천원

2. 민간 육아도우미 주 (       )회 주당 총 (       )시간 월 평균 (       )천원

3. 조부모 돌봄 주 (       )회 주당 총 (       )시간 월 평균 (       )천원

4.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주 (       )회 주당 총 (       )시간 월 평균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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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8. 가정에서 개별돌봄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2. 기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3.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4. 기관에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5. 기관에서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6.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7.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8. 기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9. 아이 연령에(발달상)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10. 기타(              )

문6-9.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개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

육 형태입니까? 

 1. 예  → 문7-1로

2. 아니오 → 문6-9-1로

문6-9-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했던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

디에 해당합니까? (낮시간 기준)

1. 어린이집 이용

2. 유치원 이용

3.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4.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5.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 보육 이용

6. 기타(                                 ) 

문6-9-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기관은 대기가 길어서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ex. 기관 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

어져서, 육아휴직 신청했으나 거절당해서)

6. 믿고 맡길만한 기관을 찾지 못해서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ex. 이용가능 시

간/기간, 이용 형태 등 )

8. 서비스 이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

해당)

9. 기타(                                    )



부록

37

[사교육]

문7-1.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7-2.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은 유형별로 월 평균 몇 개 입니까?

문7-3.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의 주당 이용횟수와 주당 총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7-4.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의 월평균 비용은 얼마 입니까?

문7-5.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의 비용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문7-6.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문7-7-1~문7-7-7은 이용하고 계신 사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7-7-1. (단시간 학원 이용 시) 이 자녀를 시간제 학원에 보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

엇입니까?

1. 자녀가 원해서

3. 선행학습을 위해서

5.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2.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어서

4. 부모가 돌봐주기 어려운 시간에 돌봄을 위해서

6. 기타(                         )

 

유형

문7-1.
이용여부

1.이용함
2.이용 안함

문7-2.
이용개수

문7-3-1.
이용빈도

문7-3-2.
이용시간

문7-4. 
이용비용

문7-5. 
비용 수준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7-6.
서비스 이용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 단시간 학원
(예체능, 보습 학원)

월(   )개 주(   )회 주(   )분 월(   )만원  

2. 방문형학습지 월(   )개 주(   )회 주(   )분 월(   )만원

3.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월(   )개 주(   )회 주(   )분 월(   )만원

4.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월(   )개 주(   )회 주(   )분 월(   )만원

5.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월(   )개 주(   )회 주(   )분 월(   )만원

6. 개인 및 그룹지도 월(   )개 주(   )회 주(   )분 월(   )만원

7. 문화센터 프로그램 월(   )개 주(   )회 주(   )분 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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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7-2. (방문학습지 이용 시) 이 자녀가 가정 방문학습지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가 원해서

3. 정부의 학습지 바우처 지원으로

5.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하므로

7.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서

9. 선행학습을 위해

11. 기타(                      )

2. 비용이 저렴해서

4.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6. 부모의 여유 시간을 위하여(방문교사가 잠깐 봐주므로)

8. 교사 가정방문으로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10. 남들이 다해서

문7-7-3. (비방문학습지나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 시) 이 자녀가 (비방문)학습지나 온라인 

통신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가 원해서

3. 정부의 학습지 바우처 지원으로

5. 이용이 편리해서(시간, 장소제약 없음)

7. 선행학습을 위해

9.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하므로

 2. 비용이 저렴해서

 4.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6.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서

 8. 남들이 다해서

 10. 기타(                          )

문7-7-4. (방문형교구활동교육 이용 시) 이 자녀가 방문형교구활동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가 원해서

3. 선행학습을 위해서

5.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하므로

7. 교사 가정방문으로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9.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서

 2. 비용이 저렴해서

 4.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6. 부모의 여유 시간을 위하여(방문교사가 잠깐 봐주므로)

 8. 남들이 다해서

 10. 기타(                           )

문7-7-5. (비방문형교구활동교육 이용 시) 이 자녀가 비방문형교구활동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가 원해서

3. 선행학습을 위해서

5. 가정에서 하므로 안전하므로

7. 이용이 편리해서(시간, 장소 제약 없음)

9. 기타(                       )

 2. 비용이 저렴해서

 4.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6. 남들이 다해서

 8.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문7-7-6.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시) 이 자녀가 개인 및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가 원해서

3.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5. 교사 방문으로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7.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2. 집중적인 교습 효과를 얻기 위해

 4.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

 6. 남들이 다해서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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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7-7. (백화점·지자체 등의 문화센터 이용 시) 이 자녀가 (백화점·지자체 등의)문화

센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3.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5. 장소가 이동하기 편리해서(주차, 대중교통 등)

7. 남들이 다해서

9. 기타(                                 )

2.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해서

4. 단시간으로 이용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6. 단시간 프로그램으로 이용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서

8.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기타 서비스]

문8-1. 이 자녀를 위해 다음 중 이용해본 기타 육아서비스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8-2.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한 기타 육아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8-3.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한 기타 육아서비스의 시간당 이용 비용은 얼마 입니까?

문8-4.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한 기타 육아서비스의 비용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문8-5.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한 기타 육아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유형

문8-1. 이용여부

1. 이용함
2. 이용 안함

문8-2-1. 
이용빈도

문8-2-2.
1회당 이용시간

문8-3. 
시간당 이용비용

문8-4. 
비용 수준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8-5.
서비스 이용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키즈카페 월 (  )회 1회 (  )시간 1시간 (    )천원

공공부문 육아카페
(ex.영유아프라자)

월 (  )회 1회 (  )시간 1시간 (    )천원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월 (  )회 1회 (  )시간 1시간 (    )천원

※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예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청·

주민센터 제공 부모상담, 교육, 아동체험, 놀이 프로그램, 육아품앗이 등이 있음. 

※ 영유아 입장료만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 입장료 및 식음료 비용 제외

※ 문8-6-1~문8-6-3은 이용하고 계신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8-6-1. (키즈카페 이용 시) 키즈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3.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5. 비용이 저렴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4. 아이가 좋아해서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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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6-2. (공공부문 육아카페 이용 시) 이 자녀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육아카페(EX. 

영유아 플라자)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에 없는 놀이기구 들이 있어서

3.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5. 비용이 저렴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4. 아이가 좋아해서

 6. 기타(                             )

문8-6-3.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이 자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공공 

부문의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3.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5. 장소가 이동하기 편리해서(주차, 대중교통 등)

7. 남들이 다해서

9. 기타(                              )

 2.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해서

 4. 단시간으로 이용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6. 단시간 프로그램으로 이용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서

 8. 아이나 부모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

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안내

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

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 대       상 :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 대표 표집을 통해 추출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약 1,600

여 가구로, 가계 지출과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입니

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의 가구는 임의 추출된 조사구에 속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완료하기까지는 평균 40분가량이 소요될 예정

이며, 가구내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60분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조

사는 각 가구에 방문하여 면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향후 지속적 조사 참여에 관한 안내 : 본 연구는 면대면 조사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조사를 통해 

육아 품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가계 지

출 변화와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5개년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입니

다. 이에 귀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마다 조사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

청 드리며, 조사 전 사전 연락 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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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기 간 : 조사는 6∼7월 중에 실시되며, 본조사 1회와 온라인 조사 1회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 장      소 : 귀하가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하시면,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할 것입니다.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 본 조사의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영유아 가

구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특

별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세한 가계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 보장 :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 및 사례비 지급, 응답자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

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는 개인 식별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분석 과정에서 통제 변수로써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

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

상자의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5년간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되며 이후 파쇄기를 통해 폐기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시건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5년간 보관되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나 

조사를 중단할 경우 응답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

제든지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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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참여 동의서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 내용을 이

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인정보 제

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통계 처리 후 익명화

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O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  명 동의합니다 날짜 확인

   2018.    .    (서명/인)

조사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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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ICCE 소비실태조사(온라인 조사)

Ⅰ. 육아 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

문1.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래 육아용품을 구입하거나 물려쓰기, 대여하기 

혹은 관련 지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물려쓰기에는 자녀의 형제나 자매 간에 물려주는 것을 포함 합니다.  

※ 대여하기란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 업체를 통해 육아용품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

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육아 품목
새상품구매
(서비스구매)

중고 상품 
구매

물려 
쓰기

대여 
하기

경험 
없음

1 2 3 4 5

식비
(외식비 포함)

1. 우유

2. 두유

3. 치즈

4. 요거트

5. 분유

6. 이유식

기기/ 집기

7. 침대

8. 아기식탁의자

9. 젖병 소독기

10. 욕조

11. 유축기

12. 카시트

13. 유모차

14. 자전거

15. 놀이방 매트

16. 아기띠(힙시트 포함)

피복비

17. 배냇저고리

18. 평상복_상의

19. 평상복_하의

20. 외출복

21. 내의

22. 신발

23. 이불

24. 속싸개

보건/ 의료비

25. 비타민

26. 체온계

27. 예방접종비

28. 산후조리원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양/오락비) 

29. 성장앨범

30. 키즈카페 이용료

31. 영화 및 공연비용

32. 완구

33. 도서구입비(전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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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자녀를 위한 육아 물품 구매 시 주로 누구 혹은 어디로부터 정보를 구하십니까? 우

선순위로 2개까지 응답해주세요.

1. 이웃 / 친구

2. 부모님 / 가족

3. 인터넷 / 육아포털

4. 육아전문잡지

5.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 공공기관

6. 특별히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마트 등에서 구매

7. 기타 (                                )

※1에서 1번 이상 “새상품 구매”를 응답하신 분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3-1~문3-3.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새 상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다고 응답

하신 육아용품들의 구입 주기, 주 구입처, 가격을 응답해주십시오.

※ 응답자가 생각할 때 가장 일상적이고 주된 주기와 구입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

시오. 

※ 구입가격은 1회 평균구입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육아 품목
새상품구매
(서비스구매)

중고 상품 
구매

물려 
쓰기

대여 
하기

경험 
없음

1 2 3 4 5

개인
유지비

34. 아기전용 세탁세제

35. 기저귀

36. 물티슈

37. 샴푸

38. 로션

39. 칫솔

40. 치약

41. 젖병

42. 젖꼭지

금융 상품 43. 어린이 보험(저축성 제외)

기타상품 및 
서비스

44. 산후도우미

구분 육아 품목

문3-1. 구매 주기 문3-2. 주 구입처

문3-3. 1회 
평균 구입 

가격

1. 주마다
2. 월마다
3. 2개월마다
4. 3개월마다 
5. 6개월 마다
6. 특별한 주기 없이

한번만 구입

1. 국내 온라인 사이트
2. 국외 온라인 사이트
3. 백화점
4. 대형마트(오프라인)
5. 동네마트 혹은 전통시장
6. 기타(    )  

식비
(외식비 
포함)

1. 우유 만원

2. 두유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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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아 품목

문3-1. 구매 주기 문3-2. 주 구입처

문3-3. 1회 
평균 구입 

가격

1. 주마다
2. 월마다
3. 2개월마다
4. 3개월마다 
5. 6개월 마다
6. 특별한 주기 없이

한번만 구입

1. 국내 온라인 사이트
2. 국외 온라인 사이트
3. 백화점
4. 대형마트(오프라인)
5. 동네마트 혹은 전통시장
6. 기타(    )  

3. 치즈 만원

4. 요거트 만원

5. 분유 만원

6. 이유식 만원

기기/ 
집기

7. 침대 만원

8. 아기식탁의자 만원

9. 젖병 소독기 만원

10. 욕조 만원

11. 유축기 만원

12. 카시트 만원

13. 유모차 만원

14. 자전거 만원

15. 놀이방 매트 만원

16. 아기띠(힙시트 포함) 만원

피복비

17. 배냇저고리 만원

18. 평상복_상의 만원

19. 평상복_하의 만원

20. 외출복 만원

21. 내의 만원

22. 신발 만원

23. 이불 만원

24. 속싸개 만원

보건/ 
의료비

25. 비타민 만원

26. 체온계 만원

27. 예방접종비 만원

28. 산후조리원 만원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양/오

락비) 

29. 성장앨범 만원

30. 키즈카페 이용료 만원

31. 영화 및 공연비용 만원

32. 완구 만원

33. 도서(전집 포함) 만원

개인 
유지비

34. 아기전용 세탁세제 만원

35. 기저귀 만원

36. 물티슈 만원

37. 샴푸 만원

38. 로션 만원

39. 칫솔 만원

40. 치약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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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위에 응답하신 육아용품 가운데 구매 당시 해당 물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신 물품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4-1로 2. 없음 → 문4-3으로

문4-1. 비싸다고 생각하신 물품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문4-2. 위 응답하신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구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값싼 제품을 찾지 못해서

2. 좀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물건이라서

3. 주변 사람들이 다 쓰는 물건이라서

4. 동생이나 친인척 등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5. 사용 후 중고로 팔 수 있어서, 실제로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6. 비싼 물건일수록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7. 친환경 제품이어서

8. 기타(               )

문4-3. 위에서 응답하신 구매 물품 중에서 구입 후 괜히 샀다고 후회하신 물품이 있습

니까? 그렇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각만큼 필요한 물품이 아니어서(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

2. 구매 가격만큼 질이 좋지 못해서(가성비가 낮기 때문)

3.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변 사람들이 다 사니까 구매한 것이라서

4.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뒤늦게 알게 되서

5. 중고 혹은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물품이라서

6. 후회한 적 없음

7. 기타(               ) 

구분 육아 품목

문3-1. 구매 주기 문3-2. 주 구입처

문3-3. 1회 
평균 구입 

가격

1. 주마다
2. 월마다
3. 2개월마다
4. 3개월마다 
5. 6개월 마다
6. 특별한 주기 없이

한번만 구입

1. 국내 온라인 사이트
2. 국외 온라인 사이트
3. 백화점
4. 대형마트(오프라인)
5. 동네마트 혹은 전통시장
6. 기타(    )  

41. 젖병 만원

42. 젖꼭지 만원

금융 
상품

43. 어린이 보험
   (저축성 제외)

만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44. 산후도우미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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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구입하기를 희망했으나 결국 구매하지 못하신 

상품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품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육아 품목 구분 육아 품목 구분 육아 품목

식비
(외식비 
포함)

1.우유

피복비

16.배냇저고리

개인 
유지비

33.아기전용 세탁세제

17.평상복_상의 34.기저귀2.두유

18.평상복_하의 35.물티슈3.치즈

19.외출복 36.샴푸4.요거트

20.내의 37.로션5.분유

21신발 38.양치용품
6.이유식

22.이불
39.젖병, 젖꼭지

23.속싸개

기기/ 
집기

7.침대

보건/ 
의료비

24.비타민

보험
40.어린이 보험
(저축성보험 제외)

8.아기식탁의자

25.체온계

9.젖병 소독기
26.예방접종비

27.산후조리원10.욕조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양/ 
오락비) 

28.성장앨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1.산후도우미

11.유축기

29.키즈카페 이용료
12.카시트

30.영화 및 공연비용

31. 완구13.유모차

32.도서구입비
   (전집 포함)

14.자전거 99. 구입 희망했으나 구입하지 못한 
상품 없음 15.놀이방 매트

문5-1.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구입하기를 희망했으나 결국 구매하지 않으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반드시 꼭 필요한 물품은 아니어서

2.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되어서 

3. 저렴한 다른 물건을 구입해서

4. 다른 사람이 주거나 대여 등으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5. 다음에 구입하려고(가격 인하하는 시기를 기다리거나)

6. 기타(               )

※ 문1에서 1번 이상 “중고상품 구매”를 응답하신 분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6-1~문6-2.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고 상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다고 응

답하신 육아용품들의 구매처와 가격을 응답해주십시오. 물려받은 경우는 제외하

고 응답해주십시오. 

※ 응답자가 생각할 때 가장 일상적이고 주된 구입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구입가격은 1회 평균구입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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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아 품목

문6-1. 구매처

문6-2. 1회 
평균

구입 가격

1. 오프라인 중고장터(예: 아름다운가게)
2. 온라인 사이트
3. 이웃 혹은 친지를 통해서
4. 바자회 등 
5. 기타(       )

기기/집기

침대 만원

아기식탁의자 만원

젖병 소독기 만원

욕조 만원

유축기 만원

카시트 만원

유모차 만원

자전거 만원

놀이방 매트 만원

피복비

평상복_상의 만원

평상복_하의 만원

외출복 만원

내의 만원

신발 만원

이불 만원

속싸개 만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 만원

도서구입비 (전집 
포함)

만원

문7. 중고로 구입한 육아용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 문8로

2. 대체로 만족 → 문8로

3. 약간 불만족 → 문7-1로

4. 매우 불만족 → 문7-1로

문7-1. (중고구매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자녀 육아용품을 중고 거래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막상 구입하니, 너무 낡은 물건이어서

2. 제품의 A/S 등이 불편해서

3. 중고 물품이라고 해도, 특별히 저렴한 것 같지 않아서

4. 중고 거래로 사기를 당해서

5. 구매 절차가 번거로워서

6. 기타(                                           )

※ 문1에서  “중고상품 구매”를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8. (중고구매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자녀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매해보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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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해서

2. 제품의 A/S 등이 불편해서

3. 중고 물품이라고 해도, 특별히 저렴한 것 같지 않아서

4. 중고 거래로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서

5. 믿을만한 중고 거래 업체나 기관을 몰라서

6. 구매 절차가 번거로워서

7. 기타(                                          )

※ 전체 응답자 대상 질문입니다. 

문9. 앞으로 자녀의 육아용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중고로 구매할 의향이 있으

십니까? 중고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품목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육아 품목 구분 육아 품목

기기/집기

1. 침대

피복비

10. 평상복

2. 아기식탁의자 11. 외출복

3. 젖병 소독기 12. 내의

4. 욕조 13. 신발

5. 유축기 14. 이불

6. 카시트 15. 속싸개

7. 유모차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6. 완구

8. 자전거 17. 도서(전집 포함)

99. 중고 구입 의향 없음9. 놀이방 매트

문9-1~문9-2. 귀하는 자녀가 사용하지 않는 육아 용품을 중고로 팔아보신 경험이 있으

십니까? 있다면 중고 물품을 판매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판매하신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9-1. 판매 경험 문9-2. 판매처

1. 있음 → 문9-2로
2. 없음 → 문10으로

1. 오프라인 중고장터 (예: 아름다운가게)
2.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3. 이웃 혹은 친지 등을 통해서
4. 바자회 등 
5. 기타(         )

문9-3. 귀하는 육아용품의 중고 판매를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 문10-1로  2. 아니오 → 문9-4로

문9-4. 그렇다면, 육아용품의 중고 판매를 다시 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장 주된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1. 실제로 잘 팔리지 않아서

2.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해서

3. 판매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4. 이의제기 등 판매 후 A/S 등이 불편해서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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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에서  “물려받기”를 한 번이상 경험하신 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10-1. 육아 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한 경우 자녀에게 물건을 물려준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입니까? 물려받은 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 주로 물려준 사람이나 기관을 2

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육아 품목

나에게 물려준 사람(최대 2개 응답)

 1. 아이의 형제·자매
 2. 친인척(사촌형제 등)
 3. 지역주민·이웃
 4. 직장 동료 및 친구
 5. 공공기관
 6. 온라인 사이트
 7. 기타(         )

기기/집기

침대

아기식탁의자

젖병 소독기

욕조

유축기

카시트

유모차

자전거

놀이방 매트

피복비

평상복_상의

평상복_하의

외출복

내의

신발

이불

속싸개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

도서구입비(전집 포함)

문10-2. 물려받아 사용한 육아용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 문11로

2. 대체로 만족 → 문11로

3. 약간 불만족 → 문10-4로

4. 매우 불만족 → 문10-4로

문10-3. 물려받아 사용한 육아용품에 대해 불만족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너무 낡은 물건이어서

2. 제품의 A/S 등이 불편해서

3.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해줘야 해서

4. 유행이 지난 물건이라,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아이한테 미안해서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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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에서 “물려받기”를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11.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해 보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해서

2. 이미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3.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해줘야 해서 

4. 주변에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아이의 성별이 달라서 등)

5. 물려받기 제품을 알선해주는 기관 등을 모르거나, 이용하기에 번거로워서

6. 기타 (                                           )

※ 전체 응답자 대상 질문입니다. 

문12. 앞으로 자녀의 육아용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물려받아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자녀의 물품을 둘째자녀나 다른 자녀가 물려받아 쓰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물려받을 의향이 있는 품목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육아 품목 구분 육아 품목

기기/집기

1. 침대

피복비

10. 평상복

2. 아기식탁의자 11. 외출복

3. 병 소독기 12. 내의

4. 욕조 13. 신발

5. 유축기 14. 이불

6. 카시트 15. 겉싸개, 속싸개

7. 유모차
교양오락비

16. 완구

8. 자전거 17. 도서구입비 (전집 포함)

9. 놀이방 매트 99. 물려받을 의향 없음

문13-1~문13-3. 귀하는 자녀가 사용했던 육아용품을 아이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물려줘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물려준 적이 있는 육아 품목을 모두 응답

해주시고 내가 물려준 대상은 주된 대상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13-1. 물려줘 본 경험 문13-2. 물려줘 본 육아 품목 문13-3. 내가 물려준 대상

1. 있음 → 문13-2번으로
2. 없음 → 문13-4번으로

1. 침대 10. 평상복

1. 친인척(사촌형제 등)
2. 지역주민·이웃
3. 직장 동료 및 친구
4. 공공기관
5. 온라인 사이트
6. 기타

2. 아기식탁의자 11. 외출복

3. 젖병 소독기 12. 내의

4. 욕조 13. 신발

5. 유축기 14. 이불

6. 카시트 15. 속싸개

7. 유모차 16. 완구

8. 자전거
17. 도서(전집 포함)

9. 놀이방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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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4. 육아용품을 물려줘 본 적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내 아이가 쓰던 물건을 다른 아이가 쓰는 것이 왠지 꺼림칙해서

2. 이미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3. 물려받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4. 주변에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아이의 성별이 달라서 등)

5. 물려받기 제품을 알선해주는 기관 등을 모르거나, 이용하기에 번거로워서

6. 기타 (                                           )

※  문1에서  “대여하기”를 한 번이상 응답한 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14-1~문14-2.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육

아용품들의 대여기관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여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 응답자가 생각할 때 가장 일상적이고 주된 사람이나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

시오.

※ 대여가격은 1일 평균 대여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육아 품목

문14-1. 대여받을 때 주로 이용한 기관

문14-2. 
1일 평균 
대여 가격

1. 민간 대여업체
2. 공공기관(건강가족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
3. 친인척(사촌형제 등)
4. 지역주민·이웃
5. 직장 동료 및 친구
6. 온라인 커뮤니티
7. 기타 (        )

기기/
집기

아기 침대 만원

아기식탁의자 만원

젖병 소독기 만원

욕조 만원

유축기 만원

카시트 만원

유모차 만원

자전거 만원

놀이방 매트 만원

평상복 만원

외출복 만원

내의 만원

신발 만원

이불 만원

겉싸개, 속싸개 만원

완구 만원

도서구입비(전집 포함)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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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1. 육아용품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받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제품 구입 시 비용이 비싸서

2. 단기간만 사용할 물건이라서

3. 그때그때 유행하는 물건을 이용할 수 있어서

4.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5. 물려줄 형제·자매가 없어서

6. 기타(                           )

문15-2. 대여 받은 육아용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 문17로

2. 대체로 만족 → 문17로

3. 약간 불만족 → 문15-3로

4. 매우 불만족 → 문15-3로

문15-3. 대여 받은 육아용품에 대해 불만족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2. 대여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서 

3. 대여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4. 대여업체 등이 너무 멀거나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하기 불편해서

5.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내 물건처럼 편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6. 기타 (                                           )

※  문1에서 “대여하기”를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16. 자녀의 육아용품을 대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왠지 꺼림칙해서

2.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3. 대여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서 

4. 원하는 물건이 없어서(대여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5. 대여하거나 돌려쓰기가 가능한 곳이 어딘지 몰라서

6. 대여업체 등이 너무 멀거나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하기 불편해서

7.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내 물건처럼 편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8. 기타 (                                   )

※ 전체 응답자 대상 질문입니다. 

문17. 앞으로 자녀의 육아용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여하실 의향이 있는 품목을 우선순위로 3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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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아 품목 구분 육아 품목

기기/집기

1. 침대

피복비

10. 평상복

2. 아기식탁의자 11. 외출복

3. 젖병 소독기 12. 내의

4. 욕조 13. 신발

5. 유축기 14. 이불

6. 카시트 15. 속싸개

7. 유모차

교양오락비

16. 완구

8. 자전거
17. 도서구입비(전집 포함)

9. 놀이방 매트

문18. 현재 보유 중인 육아용품 중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8-1로  2. 없다 → 문19로

문18-1. 물품 상태가 양호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지인에게 물려주고 싶다.

2. 가능한 중고거래(온/오프라인 모두 포함)를 통해 판매하고 싶다.

3.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부하고 싶다.

4. 후속출산을 대비하여 보관할 것이다. 

5. 후속출산을 대비하여 지인에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6. 버린다. 

7. 기타(                       )

문19. 귀 댁의 가계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영유아자녀를 위한 육아 용품 및 육아서비스

의 지출 수준은 대체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용품은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물건을, 육아서비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관람/놀이 등을 이용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1.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2. 소득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3. 소득수준에 맞는 가격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4. 소득보다 다소 낮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5.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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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아품목 물가 체감

문20. [소비재-구입여부] 귀하는 다음 각 물품을 최근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최근 3개월 내 구입 경험

1. 있음 2. 없음

1) 분유

2) 이유식

3) 기저귀

4) 내의류

5) 겉옷

6) 완구류

문21. [소비재-가격체감] 귀하께서 구입하신 품목들의 가격이 품질 및 성능을 고려할 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싼편 조금 싼편 적당 조금 비싼편 매우 비싼편

1 2 3 4 5

1) 분유

2) 이유식

3) 기저귀

4) 내의류

5) 겉옷

6) 완구류

문22. [소비재-가계부담] 다음 각 품목들이 귀 댁의 가계에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분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1 2 3 4 5

1) 분유

2) 이유식

3) 기저귀

4) 내의류

5) 겉옷

6) 완구류

문23. [내구재/서비스재-구입여부] 자녀의 물품을 구입한 것 뿐 아니라 선물했던 경우까지 

포함하여 다음 각 품목들을 최근 5년간 직접 구입 또는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1. 있음 2. 없음

1) 카시트

2) 유모차

3) 영유아자전거

4)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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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1. [내구재/서비스재-구입여부] 귀하는 다음 각 물품의 비용을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1. 있음 2. 없음

1) 영유아 학원

2) 영유아 민간보험

3) 어린이집 비용

4) 유치원 비용

5) 돌봄 비용

문24. [내구재/서비스재-가격체감] 귀하께서 구입하신 품목들의 그 당시 가격이 품질 및 

성능, 사용기간, 보장성 등을 고려할 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싼편 조금 싼편 적당하다 조금 비싼편 매우 비싼편

1 2 3 4 5

1) 카시트

2) 유모차

3) 영유아자전거

4) 산후조리원

5) 영유아 학원

6) 영유아 민간보험

7) 어린이집 비용

8) 유치원 비용

9) 돌봄 비용

문25. [내구재/서비스재-가계부담] 각 품목들이 구입했을 당시 귀 댁의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나요?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하다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1 2 3 4 5

1) 카시트

2) 유모차

3) 영유아자전거

4) 산후조리원

5) 영유아 학원

6) 영유아 민간보험

7) 어린이집 비용

8) 유치원 비용

9) 돌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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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 인식 및 물가전망

문26. 현재 귀댁의 생활형편은 6개월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졌다   2. 약간 나빠졌다   3. 비슷하다   4. 약간 나아졌다   

5. 많이 나아졌다

문27.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6개월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졌다   2. 약간 나빠졌다   3. 비슷하다   4. 약간 나아졌다   

5. 많이 나아졌다

문28. 6개월 후 귀댁의 생활형편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나아질 것이다       5. 많이 나아질 것이다

문29. 6개월 후 우리나라 경기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나아질 것이다       5. 많이 나아질 것이다

문30. 6개월 후 귀 댁의 가계수입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31. 6개월 후 귀 댁의 소비지출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32. 6개월 후 귀댁의 영유아자녀 관련 육아비 지출규모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육아비 지출에는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고유의 상품 구

매에 드는 비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

관람/놀이 등을 이용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문33. 6개월 후 귀 댁의 육아품목별 지출규모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크게 
감소

약간
감소

비슷할 
것임

약간 
증가

크게 
증가

1 2 3 4 5

1) 내구재(가구, 유모차, 카시트 등)

2) 의류비(신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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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 1년 후 소비자물가 수준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비자물가 수준은 도시가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출 소비하는 식품, 의류, 교통/

통신, 주거비 등의 지출품목 전반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1. 크게 하락할 것이다     2. 약간 하락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상승할 것이다     5. 크게 상승할 것이다

문35. 1년 후 육아물가 수준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하락할 것이다     2. 약간 하락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상승할 것이다     5. 크게 상승할 것이다

문36. 지난 1년 간 육아 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용품은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고유의 상품을, 육아

서비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관람/놀

이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1.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매우 낮

았다

2.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3.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육아 용품 및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비슷했다

4.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5.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매우 높았다

설문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감소

약간
감소

비슷할 
것임

약간 
증가

크게 
증가

1 2 3 4 5

3) 가족 외식비

4) 가족 여행비

5) 의료·보건비

6) 문화·오락비(완구류 포함)

7) 영유아 민간보험

8) 교육․보육비

 8-1) 영유아 교재교구/전집(책)

 8-2) 영유아학습지

 8-3) 영유아 학원

 8-4) 어린이집 비용

 8-5) 유치원 비용

 8-6) 돌봄 비용(베이비시터, 보모, 친인척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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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표

부표 3-1  영유아 가구 총 양육비용

단위 : 만원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총 양육비용

전체
총 자녀 수

1명 2명 3명이상 F
총계 311.9 115.1 83.3 125.7 176.1 198.6***

1.식비(외식비포함) 81.1 24.4 15.8 27.0 42.4 231.6***
  1-1.외식비 25.0 5.9 3.7 7.0 8.2 76.8***
3.기기/집기 6.2 2.9 2.7 3.0 3.0 0.1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9.3 6.4 10.3 14.2 94.0***
5.보건/의료비 7.0 4.4 3.5 4.7 6.1 26.9***
6.교육/보육비 41.0 39.2 28.3 42.6 61.1 58.7***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19.2 16.0 20.8 23.2 17.1***
  7-1.가족여행 등 19.8 8.9 6.7 10.0 11.4 17.3***
  7-2.관람 체험학습 4.1 2.3 1.9 2.5 3.0 12.8***
  7-3.완구 4.0 3.8 3.6 3.9 4.1 1.4
  7-4.도서구매 4.5 4.2 3.9 4.4 4.6 0.9
8.교통비 26.4 0.6 0.3 0.6 2.1 52.5***
9.통신비 17.1 0.5 0.1 0.4 2.1 145.0***
  9-1.휴대전화비 12.5 0.4 0.0 0.4 1.9 142.4***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5.2 4.2 5.5 7.1 29.4***
  11-2.보험 36.3 9.4 6.1 10.8 15.0 103.2***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월평균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3-2  자녀수별 총 양육비용 비목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총 양육비용 비목별 구성비

전체
총 자녀 수

1명 2명 3명이상 F
총계 100.0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2.8 21.8 22.9 25.8 6.7**
  1-1.외식비 5.3 4.7 5.9 5.1 10.9***
3.기기/집기 2.1 2.8 1.8 1.4 7.2***
4.피복비(의류및신발) 8.7 9.0 8.7 8.1 1.6
5.보건/의료비 4.3 5.0 4.1 3.4 15.0***
6.교육/보육비 29.8 27.3 31.0 32.9 9.5***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7.1 19.1 16.6 13.0 25.0***
  7-1.가족여행 등 7.9 8.1 8.0 6.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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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계속)

구분
총 양육비용 비목별 구성비

전체
총 자녀 수

1명 2명 3명이상 F
  7-2.관람 체험학습 2.0 2.0 2.1 1.8 1.1
  7-3.완구 3.6 4.5 3.2 2.3 32.2***
  7-4.도서구매 3.6 4.4 3.2 2.6 13.3***
8.교통비 0.5 0.3 0.4 1.1 18.9***
9.통신비 0.3 0.0 0.3 1.1 88.0***
  9-1.휴대전화비 0.3 0.0 0.3 1.0 89.9***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5 6.3 5.1 4.5 11.6***
  11-2.보험 8.8 8.3 9.1 8.8 1.6

  주: 1)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5, *** p < .001

부표 3-3  가구소득 구간별 총 양육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가구소득구간별 총 양육비용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이하

400∼
499만원 

이하

500∼
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F

총계 115.1 74.4 94.1 113.4 133.7 157.6 83.0***
1.식비(외식비포함) 24.4 19.4 22.3 26.0 27.3 26.5 9.7***
  1-1.외식비 5.9 3.8 4.9 6.2 6.9 7.3 16.9***
3.기기/집기 2.9 1.1 2.2 2.7 3.1 5.1 6.0***
4.피복비(의류및신발) 9.3 6.7 8.2 9.1 10.4 11.8 18.2***
5.보건/의료비 4.4 3.3 4.1 4.5 5.2 4.7 5.4***
6.교육/보육비 39.2 21.5 27.7 35.7 48.3 63.3 61.7***
7.여가및문화생활

(교양/오락비)
19.2 10.1 15.1 19.2 22.7 27.9 43.3***

  7-1.가족여행 등 8.9 4.2 6.3 8.6 10.7 14.2 30.5***
  7-2.관람 체험학습 2.3 1.7 1.9 2.3 2.9 2.9 8.5***
  7-3.완구 3.8 2.2 3.1 4.1 4.5 4.8 18.0***
  7-4.도서구매 4.2 2.0 3.8 4.2 4.6 6.0 9.2***
8.교통비 0.6 0.5 0.5 0.8 0.7 0.7 1.2
9.통신비 0.5 0.3 0.3 0.5 0.6 0.7 3.8**
  9-1.휴대전화비 0.4 0.3 0.3 0.4 0.6 0.6 3.9**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2 4.6 5.3 4.9 5.3 5.8 2.4*
  11-2.보험 9.4 6.8 8.3 10.1 10.3 11.1 11.0***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월평균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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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가구소득 구간별 총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소득구간별 영유아 총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이하

400∼
499만원 

이하

500∼
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F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2.8 28.0 24.3 23.7 21.1 17.9 23.9***

  1-1.외식비 5.3 5.3 5.3 5.7 5.6 4.9 1.4

3.기기/집기 2.1 1.3 2.2 2.1 1.9 2.9 2.6*

4.피복비(의류및신발) 8.7 9.8 9.1 8.4 8.4 8.2 3.1*

5.보건/의료비 4.3 5.0 4.8 4.2 4.3 3.5 6.4***

6.교육/보육비 29.8 24.2 27.0 29.1 32.4 35.9 17.5***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7.1 14.1 16.4 17.6 18.2 18.7 7.1***

  7-1.가족여행 등 7.9 5.9 7.1 7.9 8.6 9.5 8.8***

  7-2.관람 체험학습 2.0 2.1 2.0 2.1 2.2 1.8 0.9

  7-3.완구 3.6 3.2 3.7 3.8 3.7 3.4 1.3

  7-4.도서구매 3.6 3.0 3.5 3.8 3.7 3.9 1.2

8.교통비 0.5 0.6 0.4 0.6 0.5 0.3 1.4

9.통신비 0.3 0.3 0.3 0.3 0.4 0.3 0.9

  9-1.휴대전화비 0.3 0.3 0.2 0.3 0.4 0.3 1.3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5.5 7.3 6.5 4.8 4.5 4.5 14.1***

  11-2.보험 8.8 9.5 9.0 9.3 8.2 7.7 2.9*

  주: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부표 3-5  맞벌이 가구 여부별 총 양육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총 양육비용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총계 115.1 124.9 106.7 5.5***

1.식비(외식비포함) 24.4 24.5 24.4 0.1
  1-1.외식비 5.9 5.9 5.8 0.2
3.기기/집기 2.9 3.3 2.5 1.5
4.피복비(의류및신발) 9.3 9.4 9.2 0.6
5.보건/의료비 4.4 4.5 4.3 0.6
6.교육/보육비 39.2 46.0 33.4 6.3***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9.2 21.0 17.7 3.6***

  7-1.가족여행 등 8.9 9.9 8.0 3.0**
  7-2.관람 체험학습 2.3 2.5 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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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 계속)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총 양육비용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7-3.완구 3.8 3.9 3.7 1.1
  7-4.도서구매 4.2 4.7 3.8 2.4*
8.교통비 0.6 0.6 0.6 -0.2
9.통신비 0.5 0.5 0.4 1.1
  9-1.휴대전화비 0.4 0.5 0.4 1.1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2 5.2 5.2 0.1
  11-2.보험 9.4 10.0 8.9 2.5*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
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월평균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부표 3-6  맞벌이 가구 여부별 총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총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총계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2.8 21.0 24.5 -5.5***

  1-1.외식비 5.3 5.0 5.7 -2.7**

3.기기/집기 2.1 2.3 2.0 1.0 

4.피복비(의류및신발) 8.7 8.2 9.3 -3.7***

5.보건/의료비 4.3 4.0 4.7 -3.5***

6.교육/보육비 29.8 32.7 27.2 5.9***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7.1 17.7 16.7 1.8 

  7-1.가족여행 등 7.9 8.4 7.4 2.4*

  7-2.관람 체험학습 2.0 2.0 2.1 -0.4

  7-3.완구 3.6 3.5 3.7 -1.3

  7-4.도서구매 3.6 3.8 3.5 1.5

8.교통비 0.5 0.4 0.5 -1.7

9.통신비 0.3 0.3 0.3 1.3

  9-1.휴대전화비 0.3 0.3 0.3 1.3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5 4.9 6.0 -4.0***

  11-2.보험 8.8 8.6 8.9 -0.6

  주: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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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7  가구 생활비 지출 구간별 총 양육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전체

가구생활비 지출 구간별 총 양육비용

199만원 
이하

200∼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F

총계 115.1 50.5 86.1 128.3 205.6 630.3***

1.식비(외식비포함) 24.4 14.2 20.5 28.1 34.8 86.0***

  1-1.외식비 5.9 2.8 4.6 6.7 9.5 75.2***

3.기기/집기 2.9 0.9 1.7 2.6 7.5 26.6***

4.피복비(의류및신발) 9.3 4.5 7.5 10.6 14.5 98.7***

5.보건/의료비 4.4 2.5 3.8 4.8 6.4 37.9***

6.교육/보육비 39.2 12.1 25.4 42.4 84.4 281.7***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9.2 7.2 13.9 21.6 35.8 171.1***

  7-1.가족여행 등 8.9 3.2 6.1 9.6 18.0 93.3***

  7-2.관람 체험학습 2.3 1.0 1.7 2.6 4.2 55.2***

  7-3.완구 3.8 1.6 3.1 4.6 5.6 54.9***

  7-4.도서구매 4.2 1.4 3.0 4.9 8.0 38.9***

8.교통비 0.6 0.4 0.5 0.6 1.1 7.3***

9.통신비 0.5 0.1 0.3 0.6 1.0 23.3***

  9-1.휴대전화비 0.4 0.1 0.2 0.5 0.9 20.2***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2 3.8 4.6 5.6 7.0 23.7***

  11-2.보험 9.4 4.8 8.0 11.3 12.9 51.7***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
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월평균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부표 3-8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전체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F 1명 2명
3명
이상

F

사례수 (2,277) (638) (1,286) (353) (1,057) (1,047) (173)
총계 66.0 83.3 61.3 52.1 93.7*** 74.7 59.1 55.3 46.6***

1.식비(외식비포함) 13.8 15.8 13.1 12.8 22.9*** 14.7 12.9 13.6 11.6***
  1-1.외식비 3.3 3.7 3.3 2.4 16.1*** 3.5 3.2 2.3 10.1***
3.기기/집기 1.8 2.7 1.5 1.0 8.7*** 2.1 1.6 1.1 2.1
4.피복비(의류및신발) 5.3 6.4 5.0 4.0 40.7*** 5.8 5.0 3.8 20.6***
5.보건/의료비 2.7 3.5 2.5 2.2 30.9*** 3.0 2.5 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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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8 계속)

구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전체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F 1명 2명
3명
이상

F

6.교육/보육비 22.1 28.3 20.4 16.9 25.6*** 25.8 18.9 18.9 17.7***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1.4 16.0 10.2 7.2 74.9*** 13.8 9.7 6.7 43.3***

  7-1.가족여행 등 5.2 6.7 4.9 3.5 23.7*** 6.1 4.6 3.2 17.2***
  7-2.관람 체험학습 1.3 1.9 1.2 0.8 29.1*** 1.6 1.1 0.8 16.0***
  7-3.완구 2.4 3.6 2.1 1.5 70.3*** 3.1 2.0 1.3 46.4***
  7-4.도서구매 2.5 3.9 2.0 1.3 25.4*** 3.1 2.0 1.4 10.4***
8.교통비 0.2 0.3 0.2 0.3 1.0 0.2 0.2 0.2 0.0
9.통신비 0.0 0.1 0.0 0.0 0.9 0.1 0.0 0.0 2.0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1 0.0 0.0 0.0 1.0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3.2 4.2 2.9 2.6 33.8*** 3.5 3.0 2.7 6.4**

  11-2.보험 5.5 6.1 5.3 5.2 5.9** 5.7 5.3 5.9 3.2*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
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가구 단위가 아닌 아동 단위로 조사값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부표 3-9  자녀수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단위 : %

구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전체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1명 2명 3명이상 F 1명 2명 3명이상 F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3.7 21.8 23.6 27.3 16.6*** 22.6 24.1 27.9 11.1***

  1-1.외식비 5.4 4.7 5.8 5.1 10.4*** 5.2 5.7 4.6 4.1*

3.기기/집기 2.0 2.8 1.8 1.4 8.5*** 2.3 1.8 1.5 1.9

4.피복비(의류및신발) 8.8 9.0 9.0 8.0 3.6* 8.8 9.0 7.4 4.8**

5.보건/의료비 4.7 5.0 4.7 4.5 1.4 4.7 4.8 4.5 0.6

6.교육/보육비 27.6 27.3 27.9 27.2 0.3 28.5 26.7 27.5 1.9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7.3 19.1 17.3 14.1 20.6*** 18.4 17.0 12.6 19.6***

  7-1.가족여행 등 8.2 8.1 8.6 7.1 4.8** 8.3 8.6 5.9 7.7***

  7-2.관람 체험학습 2.0 2.0 2.0 1.6 2.4 2.0 1.9 1.6 1.4

  7-3.완구 3.8 4.5 3.7 3.1 13.3*** 4.3 3.5 2.7 12.5***

  7-4.도서구매 3.3 4.4 3.0 2.4 21.7*** 3.8 2.9 2.4 10.0***

8.교통비 0.3 0.3 0.3 0.4 0.9 0.3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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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9 계속)

구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전체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1명 2명 3명이상 F 1명 2명 3명이상 F

9.통신비 0.0 0.0 0.0 0.0 0.0 0.0 0.0 0.0 1.3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5 0.0 0.0 0.0 0.8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6.0 6.3 5.8 6.0 1.5 5.7 6.2 6.1 1.0

  11-2.보험 9.5 8.3 9.6 11.1 11.3*** 8.6 9.9 12.2 14.0***

  주: 1)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부표 3-10  가구소득구간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전체

가구소득구간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이하

400∼
499만원 

이하

500∼
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F

사례수 (2,277) (307) (617) (511) (392) (450)
총계 66.0 44.6 55.0 64.8 73.5 90.8 89.1***

1.식비(외식비포함) 13.8 11.5 12.9 15.0 14.5 14.5 10.9***

  1-1.외식비 3.3 2.2 2.7 3.5 3.8 4.1 20.3***

3.기기/집기 1.8 0.8 1.3 1.5 2.0 3.2 6.5***

4.피복비(의류및신발) 5.3 4.0 4.8 5.1 5.6 6.6 18.5***

5.보건/의료비 2.7 2.2 2.6 2.8 3.1 2.9 4.8***

6.교육/보육비 22.1 12.3 15.6 19.8 26.6 36.5 57.9***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1.4 6.3 9.2 11.3 12.8 16.6 42.3***

  7-1.가족여행 등 5.2 2.6 3.9 4.9 5.9 8.4 40.2***

  7-2.관람 체험학습 1.3 1.0 1.1 1.3 1.6 1.6 7.5***

  7-3.완구 2.4 1.5 2.0 2.7 2.7 3.1 17.1***

  7-4.도서구매 2.5 1.2 2.2 2.5 2.5 3.5 6.5***

8.교통비 0.2 0.2 0.2 0.3 0.2 0.3 0.8

9.통신비 0.0 0.0 0.0 0.0 0.0 0.1 1.3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0 0.1 2.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2 2.9 3.4 3.0 3.1 3.6 2.4

  11-2.보험 5.5 4.4 4.9 5.9 5.6 6.6 13.2***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
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가구 단위가 아닌 아동 단위로 조사값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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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1  가구소득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소득구간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이하

400∼
499만원 

이하

500∼
599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F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3.7 28.7 24.8 24.7 22.2 19.1 24.6***

  1-1.외식비 5.4 5.2 5.3 5.7 5.7 5.0 1.2

3.기기/집기 2.0 1.3 1.9 1.9 2.0 2.8 3.0*

4.피복비(의류및신발) 8.8 9.6 9.1 8.5 8.5 8.5 2.3

5.보건/의료비 4.7 5.2 5.3 4.6 4.7 3.9 7.0***

6.교육/보육비 27.6 23.4 24.7 27.1 29.9 33.1 15.2***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7.3 13.8 16.7 18.0 18.4 18.8 10.9***

  7-1.가족여행 등 8.2 5.9 7.7 8.2 9.0 9.9 11.6***

  7-2.관람 체험학습 2.0 2.0 1.9 2.0 2.2 1.7 1.5

  7-3.완구 3.8 3.1 3.8 4.3 3.9 3.7 3.0*

  7-4.도서구매 3.3 2.7 3.2 3.5 3.3 3.5 1.5

8.교통비 0.3 0.5 0.3 0.3 0.3 0.2 1.7

9.통신비 0.0 0.0 0.0 0.0 0.0 0.0 0.4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0 0.0 1.2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6.0 7.6 7.1 5.2 5.1 4.9 14.4***

  11-2.보험 9.5 10.0 10.2 9.6 8.9 8.6 2.8*

  주: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부표 3-12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사례수 (2,277) (1,024) (1,253)
총계 66.0 74.7 59.0 9.0***

1.식비(외식비포함) 13.8 14.2 13.5 1.8***

  1-1. 외식비 3.3 3.4 3.1 1.9

3.기기/집기 1.8 2.1 1.5 2.1*

4.피복비(의류및신발) 5.3 5.5 5.1 2.5*

5.보건/의료비 2.7 2.8 2.7 1.4

6.교육/보육비 22.1 27.5 17.7 8.3***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1.4 12.9 10.1 5.4***

  7-1.가족여행 등 5.2 6.1 4.5 5.0***

  7-2.관람 체험학습 1.3 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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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2 계속)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액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7-3.완구 2.4 2.6 2.3 1.9

  7-4.도서구매 2.5 2.9 2.1 2.8**

8.교통비 0.2 0.2 0.2 -0.7

9.통신비 0.0 0.0 0.0 1.1

  9-1.휴대전화비 0.0 0.0 0.0 1.5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2 3.3 3.1 1.2

  11-2.보험 5.5 6.0 5.1 4.3***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
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가구 단위가 아닌 아동 단위로 조사값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부표 3-13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전체 가구 기준)

단위 : %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목 구성비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총계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3.7 21.6 25.4 -6.3***

  1-1.외식비 5.4 5.1 5.7 -2.6**

3.기기/집기 2.0 2.2 1.8 1.7

4.피복비(의류및신발) 8.8 8.3 9.2 -3.6***

5.보건/의료비 4.7 4.4 5.0 -3.4***

6.교육/보육비 27.6 30.8 25.1 6.4***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7.3 17.8 16.9 1.6

  7-1.가족여행 등 8.2 8.6 7.9 1.9

  7-2.관람 체험학습 2.0 1.9 2.0 -0.6

  7-3.완구 3.8 3.7 3.9 -1.1

  7-4.도서구매 3.3 3.5 3.1 1.8

8.교통비 0.3 0.2 0.4 -2.2*

9.통신비 0.0 0.0 0.0 1.2

  9-1.휴대전화비 0.0 0.0 0.0 1.4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6.0 5.3 6.5 -4.5***

  11-2.보험 9.5 9.4 9.6 -0.6

 주: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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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3-14  가구 지출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단위 : %(명)

  

구분

추가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비목

계
식비

주거/
관리비

기기/
집기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및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원리금
상환

추가
지출

의향 없음

전체 8.7 1.6 0.4 0.7 1.0 26.4 14.3 0.4 3.1 14.7 0.3 0.2 13.7 14.6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12.8 1.9 0.9 1.9 1.4 21.3 10.9 0.0 3.3 15.2 0.0 0.5 9.5 20.4 100.0 (1,211) 

200∼299만원 11.7 1.2 0.4 0.7 1.3 25.6 13.1 0.6 1.8 15.6 0.4 0.0 13.1 14.4 100.0 (1,673) 

300∼399만원 5.6 2.4 0.4 0.2 0.2 28.7 17.0 0.4 4.1 13.4 0.2 0.4 14.9 12.1 100.0 (1,464) 

400만원 이상 4.0 1.0 0.0 0.7 1.0 28.3 15.0 0.0 4.3 14.3 0.3 0.3 16.0 14.7 100.0 (1,300) 

χ2 74.205***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10.8 1.1 0.8 0.8 1.4 24.7 14.4 0.3 1.9 15.2 0.0 0.3 9.1 19.1 100.0 (1,361) 

50~99만원 9.7 1.7 0.6 1.0 1.0 27.0 13.9 0.7 3.2 14.0 0.1 0.3 14.0 12.8 100.0 (1,712) 

100~199만원 6.4 2.0 0.0 0.4 0.4 26.8 14.8 0.0 3.3 15.8 0.6 0.2 16.4 12.9 100.0 (1,488) 

200만원 이상 5.7 0.0 0.0 0.0 2.3 26.4 13.8 0.0 5.7 11.5 1.1 0.0 13.8 19.5 100.0 (1,887) 

χ2 52.02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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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5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감소한 비목

단위 : %

구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감소한 비목

식비
주거/
관리비

기기/
집기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유
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감소한 
비목
없음

전체 1.5 0.5 1.0 2.6 0.4 0.3 13.7 0.4 13.0 4.2 0.7 0.3 61.3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3.7 0.5 0.5 2.1 0.0 0.5 13.9 0.5 8.0 1.6 0.0 0.0 68.4
200∼299만원 1.2 0.6 1.1 2.3 0.6 0.3 12.9 0.5 11.4 4.2 0.6 0.2 64.0
300∼399만원 1.1 0.5 1.1 1.6 0.5 0.0 15.2 0.5 15.4 5.0 0.7 0.7 57.9
400만원이상 1.4 0.3 1.0 4.9 0.0 0.7 12.9 0.3 16.1 4.5 1.4 0.3 55.9

χ2 45.832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2.7 0.3 0.9 2.1 0.0 0.0 11.7 0.3 10.2 4.8 0.9 0.0 66.2
50~99만원 1.5 0.6 1.2 2.2 0.9 0.1 12.2 0.4 11.5 3.0 0.4 0.0 65.8

100~199만원 1.1 0.6 0.9 2.8 0.0 0.9 17.0 0.6 16.5 5.2 1.1 0.9 52.6
200만원 이상 0.0 0.0 1.2 5.8 0.0 0.0 15.1 0.0 16.3 5.8 0.0 1.2 54.7

χ2 65.33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5

부표 3-16  지역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주거 현황

단위 : %(명), 년

구분

주택종류 입주형태
평균 
거주 
기간

계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전체 3.9 80.2 15.9 55.1 27.2 17.7 3.9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5.4 70.7 23.9 55.4 30.4 14.2 4.1 100.0 (1,662)
중소도시 3.1 85.3 11.6 58.1 24.6 17.3 3.6 100.0 (1,716)
읍면지역 2.6 89.6  7.8 46.3 26.3 27.4 3.9 100.0 (1,270)

χ2/F 65.179*** 28.302*** 4.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표 3-17  주택종류별 입주형태

단위 : %(명)

구분
입주형태

계
자가 전세 월세

전체 55.1 27.2 17.7 100.0 (1,6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46.2 29.2 24.6 100.0 (1,665)
아파트 60.1 23.5 16.4 100.0 (1,321)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 32.1 45.4 22.5 100.0 (1,262)
χ2 77.45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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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8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방의 수

단위 : 개, %(명)

구분
입주형태

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체 3.0 2.8 2.5 2.8 100.0 (1,6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3.1 2.9 2.6 3.4 100.0 (1,665)
아파트 3.0 2.8 2.5 2.7 100.0 (1,321)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 2.8 2.7 2.4 2.5 100.0 (1,262)
F 5.4** 2.5 0.2 3.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3-19  주거지 특성 및 자녀수별 방 수

단위: 개, %(명)

구분
총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2.8 2.9 2.9 100.0 (1,6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2.8 3.0 3.5 100.0 (1,665)
아파트 2.8 2.9 3.0 100.0 (1,321)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 2.7 2.7 2.7 100.0 (1,262)
F 2.3 7.9*** 8.7***

입주 형태

자가 2.9 3.0 3.1 100.0 (1,908)
전세 2.7 2.9 2.8 100.0 (1,448)
월세 2.5 2.5 2.6 100.0 (1,292)
F 29.6*** 45.0*** 16.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3-20  지역규모 및 영유아 자녀수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

단위: 만원, %(명)

구분

주거/관리비 총액 세목별 주거/관리비
원리금상환
(금융상품)

계
총액 평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월세

전체 25.3 8.7 19.7 4.2 19.6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25.9 8.3 20.1 4.2 19.5 100.0 (1,662)
중소도시 25.4 9.2 19.7 4.3 20.8 100.0 (1,716)
읍면지역 23.9 8.6 18.9 4.1 16.8 100.0 (1,270)

F 1.7 5.3** 1.7 0.0 1.5

영유아
자녀수

1명 25.1 8.8 20.0 3.8 19.9 100.0 (1,057)
2명 25.6 8.7 19.3 4.8 19.0 100.0 (1,532)

3명 이상 27.1 8.5 18.9 7.3 20.7 100.0 (1 ,59)
F 0.6 0.1 1.5 2.7 0.2

주: 원리금상환은 주택 관련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는 가구 내 부채 상환 관련 전체 금액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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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1  지역규모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계반드시 
구입해야한다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출산 때문에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체 28.7 54.9 14.6 1.8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28.5 57.4 11.8 2.3 100.0 (1,662)
중소도시 30.4 51.3 17.0 1.3 100.0 (1,716)
읍면지역 24.4 58.5 15.2 1.9 100.0 (1,270)

χ2 14.17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3-22  가구 지출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

단위 : %

구분

주거지 
선택시 
양육이 

영향 있음 
비중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

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전체 38.3 22.5 4.9 12.2 18.8 28.8 10.3 2.5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 원 이하 26.5 21.4 3.6 12.5 14.3 33.9 8.9 5.4

200~299만 원 36.4 23.7 4.9 13.5 18.4 28.6 8.2 2.9

300~399만 원 42.7 20.7 5.1 12.6 19.2 28.3 13.1 1.0

400만 원 이상 44.3 23.3 5.3 9.0 21.1 27.8 10.5 3.0

χ2 21.734*** 10.328

총 
양육 
비용

49만 원 이하 20.9 31.7 4.9 14.6 9.8 22.0 9.8 7.3

50~99만 원 34.8 23.2 5.7 11.4 19.0 30.8 7.1 2.8

100~199만 원 44.0 19.0 3.7 13.2 19.3 29.2 13.9 1.7

200만 원 이상 48.6 28.2 7.1 9.4 21.2 25.9 5.9 2.4

χ2 45.066*** 22.82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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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3  가구 지출별 향후 5년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

단위 : %

구분
이사할 
의향이 

있음 비중

이사하려는 이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

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전체 47.7 5.1 1.4 8.1 19.1 39.7 24.4 2.2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 원 이하 46.4 6.1 2.0 11.2 15.3 40.8 22.4 2.0

200~299만 원 48.4 5.5 1.2 9.8 16.6 37.7 27.9 1.2

300~399만 원 44.8 4.3 1.9 6.7 23.1 43.3 18.8 1.9

400만 원 이상 51.3 4.5 0.6 4.5 21.4 38.3 26.0 4.5

χ2 3.403 22.446

총 
양육 
비용

49만 원 이하 49.5 6.2 2.1 10.3 19.6 34.0 25.8 2.1

50~99만 원 47.0 5.3 1.4 10.5 17.9 41.4 22.5 1.1

100~199만 원 46.1 3.9 1.0 6.5 18.4 42.1 25.6 2.6

200만 원 이상 54.3 7.4 2.1 4.2 24.2 32.6 25.3 4.2

χ² 4.135 17.231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24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단위 : %(명)

구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입한 이유

계
값싼 

제품을 
찾지 

못해서

좀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물건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쓰는 

물건이라서

물려줄 
수 

있어서

중고로 
팔 수 
있어서

비쌀수록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

친환경
제품이
어서

기타

전체 20.2 39.2 11.2 3.2 1.2 15.0 4.4 5.6 100.0(1130)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24.6 34.9 15.1 2.4 0.8 12.7 3.2 6.3 100.0 ( 126)
200∼299만원 18.9 38.5 12.3 3.3 1.1 15.4 5.1 5.5 100.0 ( 455)
300∼399만원 23.0 38.0 11.3 2.8 1.2 13.8 4.3 5.5 100.0 ( 326)
400만원 이상 16.1 44.8 6.3 4.0 1.8 17.5 4.0 5.4 100.0 ( 223)

χ2 18.915 　

총 
양육비

용

49만원 이하 21.5 40.8 13.1 2.3 0.8 10.8 5.1 5.1 100.0 ( 130)
50~99만원 22.5 40.9 10.6 2.6 0.5 13.5 4.3 3.8 100.0 ( 386)

100~199만원 18.7 35.6 12.0 3.7 1.8 17.5 4.4 7.2 100.0 ( 492)
200만원 이상 17.2 46.7 7.4 4.1 1.6 14.8 4.1 6.1 100.0 ( 122)

χ2 22.74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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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5  가구 지출별 중고 육아용품 판매 경험

 단위 : %(명)

구분 경험있음

판매처

계오프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이웃 
혹은 
친지

바자회 기타

전체 25.6 17.3 78.7 10.9 11.8 1.7 (422)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28.9 18.0 75.4 9.8 9.8 1.6 ( 61)
200∼299만원 24.4 17.1 79.9 13.4 14.0 0.6 (164)
300∼399만원 22.6 19.0 78.1 9.5 6.7 1.0 (105)
400만원 이상 30.7 15.2 79.3 8.7 15.2 4.3 ( 92)

χ2     7.942* - 　

총 
양육비

용

49만원 이하 23.5 15.2 73.9 13.0 8.7 0.0 ( 46)
50~99만원 22.6 16.1 80.3 8.0 9.5 0.7 (137)

100~199만원 27.1 19.2 79.1 13.7 13.7 2.7 (182)
200만원 이상 32.6 15.8 77.2 7.0 14.0 1.8 ( 57)

χ2     8.599*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3-26  가구 특성별 중고 육아용품 판매 의향

단위 : %(명)

구분
중고 판매 

의향

판매 의향이 없는 이유

계
잘 

팔리지 
않아서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해서

절차가 
번거로워

서

이의 
제기 등 
A/S가 

불편해서

기타

전체 89.8 25.6 11.6 53.5 4.7 4.7 100.0 (43)

맞벌이가
구여부

맞벌이 88.5 22.7 18.2 54.5 0.0 4.5 100.0 (22)
외벌이 90.9 28.6 4.8 52.4 9.5 4.8 100.0 (21)

χ2 0.620 3.91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91.5 0.0 20.0 80.0 0.0 0.0 100.0 ( 5)
300∼399만원 90.7 20.0 0.0 60.0 10.0 10.0 100.0 (10)
400∼499만원 88.1 60.0 10.0 30.0 0.0 0.0 100.0 (10)
500∼599만원 90.2 0.0 12.5 87.5 0.0 0.0 100.0 ( 8)
600만원 이상 88.9 30.0 20.0 30.0 10.0 10.0 100.0 (10)

χ2 0.643 　19.379 　

총 자녀수

1명 92.7 30.0 10.0 60.0 0.0 0.0 100.0 (10)
2명 89.0 28.0 12.0 52.0 4.0 4.0 100.0 (25)

3명이상 86.2 12.5 12.5 50.0 12.5 12.5 100.0 ( 8)
χ2 2.242 3.90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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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7  가구 생활비 지출별 중고 거래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 생활비 지출별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χ2

기기/집기

침대 3.2 4.3 3.1 3.0 2.7 1.117*
아기식탁의자 3.1 3.3 4.2 1.9 2.3 5.228*
젖병 소독기 3.0 5.2 3.1 2.2 2.3 5.223*

욕조 2.2 3.3 2.2 1.5 2.3 2.297*
유축기 2.0 3.8 1.9 1.3 2.0 4.648*
카시트 3.3 3.3 3.6 3.7 2.3 1.200*
유모차 4.4 4.7 5.2 3.7 3.3 2.506*
자전거 3.6 3.3 4.0 3.2 3.7 0.548*

놀이방매트 1.6 1.9 1.3 1.5 2.0 0.747*

피복비

평상복_상의 2.9 4.7 3.6 1.1 2.7 9.262*
평상복_하의 2.9 4.3 3.7 1.1 2.7 8.639*

외출복 3.3 4.3 4.0 1.5 4.0 6.731*
내의 -　 -　 -　 -　 -　
신발 2.5 3.3 3.0 1.3 3.0 4.179*
이불 0.4 0.5 0.4 0.0 0.7 2.647*

속싸개 0.1 0.0 0.0 0.0 0.3 4.496*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9.3 8.5 10.5 9.7 6.7 3.927*
도서 10.9 9.0 11.9 10.6 10.7 1.52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3-28  총 양육비용 구간별 중고 거래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총 양육비용 구간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 200만원 이상 χ2

기기/집기

침대 3.2 4.1 2.5 3.6 2.9 1.908**
이기식탁의자 3.1 4.6 3.0 2.8 2.9 1.684**
젖병 소독기 3.0 7.1 2.8 2.1 2.3 13.987**

욕조 2.2 3.6 1.8 2.2 1.7 2.341**
유축기 2.0 5.1 1.5 1.5 2.3 11.391**
카시트 3.3 4.6 2.8 3.6 2.9 1.732**
유모차 4.4 5.1 3.8 4.8 4.0 1.043**
자전거 3.6 3.1 3.6 3.6 4.6 0.628**

놀이방매트 1.6 1.0 1.0 2.2 1.7 3.630**

피복비

평상복_상의 2.9 2.0 3.8 2.1 3.4 4.041**
평상복_하의 2.9 2.0 3.8 2.1 3.4 4.041**

외출복 3.3 3.6 3.8 2.5 4.6 2.597**
내의 - - - - - -
신발 2.5 1.5 3.5 1.6 4.0 6.586**
이불 0.4 0.5 0.3 0.3 0.6 0.423**

속싸개 0.1 0.0 0.0 0.0 0.6 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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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총 양육비용 구간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 200만원 이상 χ2

여가 및 문화
생활비

완구 9.3 12.2 10.2 8.2 7.4 4.310
도서 10.9 8.7 10.4 12.4 9.7 2.89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5

부표 3-29  지역규모별 중고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단위 : %(명)

구분
중고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계너무 낡은 
물건이어서

A/S가 
불편해서

비용절감이 
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해서

구매절차가 
번거로워서

기타

전체 58.3 2.8 30.6 2.8 2.8 2.8 100.0 (36)

지역
규모

대도시 66.7 0.0 20.0 0.0 6.7 6.7 100.0 (15)
중소도시 57.1 7.1 28.6 7.1 0.0 0.0 100.0 (14)
읍면지역 42.9 0.0 57.1 0.0 0.0 0.0 100.0 ( 7)

χ2 8.59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30  가구 지출별 중고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단위 : %(명)

구분
중고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계너무 낡은 
물건이어서

A/S가 
불편해서

비용절감이 
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해서

구매절차가 
번거로워서

기타

전체 58.3 2.8 30.6 2.8 2.8 2.8 100.0 (36)

가구 
생활
비 

지출

199만원 이하 100.0 0.0 0.0 0.0 0.0 0.0 100.0 ( 3)
200∼299만원 53.8 0.0 38.5 0.0 0.0 7.7 100.0 (13)
300∼399만원 38.5 0.0 46.2 7.7 7.7 0.0 100.0 (13)
400만원 이상 85.7 14.3 0.0 0.0 0.0 0.0 100.0 ( 7)

χ2 16.525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100.0 0.0 0.0 0.0 0.0 0.0 100.0 ( 5)
50~99만원 50.0 0.0 50.0 0.0 0.0 0.0 100.0 (12)

100~199만원 42.9 0.0 35.7 7.1 7.1 7.1 100.0 (14)
200만원 이상 80.0 20.0 0.0 0.0 0.0 0.0 100.0 ( 5)

χ2 18.18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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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1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중고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육아용품 중고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

계
왠지 

꺼림칙해
서

A/S 
등이 

불편해서

특별히 
저렴한 것 

같지 
않아서

사기당할
까봐걱정

되서

믿을만한 
중고거래 

업체나 기관을 
몰라서

구매절
차가번
거로워

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43.2 11.7 16.9 5.6 11.0 6.9 2.7 2.0 100.0(1,210)

지역
규모

대도시 45.8 12.2 15.8 4.7 12.0 6.2 1.5 1.7 100.0(1,467)
중소도시 43.2 10.5 16.2 5.9 10.7 7.5 3.7 2.4 100.0(1,544)
읍면지역 37.2 13.6 21.1 7.0 9.5 7.0 3.0 1.5 100.0(1,199)

χ2 13.71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32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 중고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육아용품 중고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

계
왠지 

꺼림칙
해서

A/S 등이 
불편해서

특별히 
저렴한 
것 같지 
않아서

사기당
할까봐
걱정되

서

믿을만한 
중고거래 
업체나 
기관을 
몰라서

구매절
차가번
거로워

서

기타
모름/
무응
답

전체 43.2 11.7 16.9 5.6 11.0 6.9 2.7 2.0 100.0 (1,210)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4.7 9.4 17.6 5.7 8.8 3.8 7.5 2.5 100.0 (1,159)
200∼299만원 45.2 12.3 16.3 5.1 11.0 5.9 2.1 1.9 100.0 (1,471)
300∼399만원 41.1 12.9 15.5 6.3 12.1 8.9 1.4 1.7 100.0 (1,348)
400만원 이상 41.4 9.9 19.4 5.6 10.8 8.2 2.6 2.2 100.0 (1,232)

χ2 28.128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48.9 5.1 16.1 6.6 9.5 6.6 4.4 2.9 100.0 (1,137)
50~99만원 46.6 12.4 14.3 5.1 10.8 5.1 3.8 2.0 100.0 (1,453)

100~199만원 40.0 12.4 18.8 5.5 12.0 7.6 1.8 1.8 100.0 (1,490)
200만원 이상 37.7 13.1 19.2 6.9 9.2 11.5 0.8 1.5 100.0 (1,130)

χ2 28.95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33  지역규모별 중고 육아용품 구매 의향

 단위 : %(명)

구분

중고 육아용품 구매 의향

계
의향있음

물품 종류
도서

(전집 포함)
완구 자전거 유모차

아기식탁
의자

전체 43.4 77.1 52.2 35.0 19.2 16.9 (715)

지역
규모

대도시 41.5 80.0 52.4 33.5 20.0 15.3 (275)
중소도시 43.7 76.0 55.6 34.2 18.2 18.5 (313)
읍면지역 47.0 73.2 43.3 40.2 19.7 16.5 (127)

χ2 2.415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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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4  가구 지출별 중고 육아용품 구매 의향

 단위 : %(명)

구분

중고 육아용품 구매 의향

계
의향있음

물품 종류
도서

(전집 포함)
완구 자전거 유모차

아기식탁
의자

전체 43.4 77.1 52.2 35.0 19.2 16.9 (715)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0.3 78.8 62.4 35.3 22.4 16.5 ( 85)
200∼299만원 46.5 77.0 53.7 33.2 18.8 15.3 (313)
300∼399만원 40.9 75.3 46.8 38.4 19.5 20.5 (190)
400만원 이상 42.3 78.7 49.6 33.9 17.3 15.7 (127)

χ2 4.755 -

총 
양육비용

49만원 이하 39.8 76.9 64.1 32.1 20.5 19.2 ( 78)
50~99만원 42.2 73.8 56.6 36.3 18.0 17.2 (256)

100~199만원 46.3 79.1 45.7 36.0 19.3 14.8 (311)
200만원 이상 40.0 80.0 51.4 28.6 21.4 22.9 ( 70)

χ2 4.565 -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41.8 76.2 56.3 37.7 19.9 17.2 (151)
50~99만원 42.1 77.7 55.3 34.3 17.0 14.7 (300)

100~199만원 46.7 76.3 46.1 35.1 20.2 17.1 (228)
200만원 이상 41.4 80.6 47.2 27.8 27.8 33.3 ( 36)

χ2 3.163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35  지역규모별 중고 육아용품 판매 경험

 단위 : %(명)

구분 경험있음

판매처

계오프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이웃 혹은 
친지

바자회 기타

전체 25.6 17.3 78.7 10.9 11.8 1.7 (422)

지역
규모

대도시 23.0 24.3 80.3 8.6 13.2 1.3 (152)
중소도시 27.9 14.5 79.0 12.5 10.0 2.5 (200)
읍면지역 25.9 10.0 74.3 11.4 14.3 0.0 ( 70)

χ2 4.481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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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6  지역규모별 중고 육아용품 판매 의향

 단위 : %(명)

구분
중고 판매 

의향

판매 의향이 없는 이유

계
잘 

팔리지 
않아서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해서

절차가 
번거로워

서

이의 
제기 등 
A/S가 

불편해서

기타

전체 89.8 25.6 11.6 53.5 4.7 4.7 100.0 (43)

지역
규모

대도시 92.1 41.7 8.3 33.3 8.3 8.3 100.0 (12)
중소도시 89.0 22.7 13.6 54.5 4.5 4.5 100.0 (22)
읍면지역 87.1 11.1 11.1 77.8 0.0 0.0 100.0 ( 9)

χ2 1.563 5.65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37  가구 지출별 중고 육아용품 판매 의향

 단위 : %(명)

구분
중고 판매 

의향

판매 의향이 없는 이유

계
잘 

팔리지 
않아서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해서

절차가 
번거로워

서

이의 
제기 등 
A/S가 

불편해서

기타

전체 89.8 25.6 11.6 53.5 4.7 4.7 100.0 (43)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90.2 50.0 16.7 33.3 0.0 0.0 100.0 ( 6)
200∼299만원 이하 89.6 23.5 0.0 64.7 5.9 5.9 100.0 (17)
300∼399만원 이하 90.5 20.0 20.0 50.0 10.0 0.0 100.0 (10)

400만원 이상 89.1 20.0 20.0 50.0 0.0 10.0 100.0 (10)
χ2 0.111 8.714

총 
양육비용

49만원 이하 97.8 0.0 0.0 100.0 0.0 0.0 100.0 ( 1)
50~99만원 이하 86.9 33.3 16.7 50.0 0.0 0.0 100.0 (28)

100~199만원 이하 91.8 26.7 6.7 53.3 6.7 6.7 100.0 (15)
200만원 이상 84.2 11.1 11.1 55.6 11.1 11.1 100.0 ( 9)

χ2 7.239 6.34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38  가구 생활비 지출별 물려받기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 생활비 지출별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χ2

기기/집기

침대 15.4 16.1 16.3 16.2 11.3 4.568
아기식탁의자 20.3 19.4 21.2 20.5 18.3 1.199
젖병 소독기 15.5 15.6 16.0 15.3 14.7 0.328

욕조 19.5 19.0 21.1 20.0 15.7 4.024
유축기 15.8 17.5 15.6 16.6 13.7 1.746
카시트 24.6 24.6 26.2 24.8 21.0 2.974
유모차 29.1 33.2 30.8 28.0 24.3 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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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8 계속)

구분 전체
가구 생활비 지출별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χ2

자전거 22.9 22.3 23.3 23.9 21.0 1.002*
놀이방매트 20.0 15.2 19.9 23.9 17.7 8.559*

피복비

평상복_상의 48.1 47.4 47.7 48.5 48.7 0.152*
평상복_하의 48.7 47.4 48.3 49.8 48.7 0.407*

외출복 48.4 43.1 48.0 50.2 50.0 3.312*
내의 31.9 27.0 33.9 34.3 27.3 7.605*
신발 41.7 40.8 42.6 42.2 39.3 1.071*
이불 22.2 24.2 23.9 20.7 19.3 3.670*

속싸개 13.3 18.5 13.8 11.6 11.0 7.566*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41.4 37.9 41.2 43.3 41.7 1.784*
도서 40.3 37.9 41.3 39.0 41.7 1.33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3-39  총 양육비용 구간별 물려받기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총 양육비용 구간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200만원 이상 χ2

기기/집기

침대 15.4 10.7 13.7 18.3 14.9 9.137***
이기식탁의자 20.3 17.3 17.3 24.0 19.4 10.120***
젖병 소독기 15.5 12.2 14.0 17.0 18.9 5.222***

욕조 19.5 14.3 16.7 24.0 18.3 15.267***
유축기 15.8 11.7 13.4 19.1 16.0 10.563***
카시트 24.6 16.3 23.1 28.0 26.3 12.447***
유모차 29.1 25.0 26.6 32.3 30.3 7.009***
자전거 22.9 14.8 20.1 28.2 21.7 20.578***

놀이방매트 20.0 12.2 15.3 25.9 22.3 30.866***

피복비

평상복_상의 48.1 33.2 46.0 52.3 55.4 27.077***
평상복_하의 48.7 33.2 46.7 53.4 54.9 28.380***

외출복 48.4 32.1 46.0 53.2 56.0 32.343***
내의 31.9 19.4 29.0 37.4 34.9 26.465***
신발 41.7 28.1 39.6 45.8 48.6 24.026***
이불 22.2 17.9 19.1 25.5 25.1 10.487***

속싸개 13.3 13.8 12.4 14.2 12.6 0.996***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41.4 32.1 38.1 46.2 45.1 16.988***
도서 40.3 28.1 37.6 45.9 41.7 22.90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5, *** p < .001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80

부표 3-40  지역규모별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단위 : 명(%)

구분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계너무 낡은 
물건이어서

A/S가 
불편해서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해서

유행이 
지난 물건 

이라서

아이한테 
미안해서

기타

전체 43.2 2.7 8.1 35.1 8.1 2.7 100.0 (37)

지역
규모

대도시 28.6 0.0 14.3 42.9 14.3 0.0 100.0 ( 7)
중소도시 38.9 5.6 11.1 33.3 11.1 0.0 100.0 (18)
읍면지역 58.3 0.0 0.0 33.3 0.0 8.3 100.0 (12)

χ2 7.35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41  가구 지출별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단위 : %(명)

구분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계
너무 낡은 
물건이어

서

A/S가 
불편해서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해서

유행이 
지난 물건

이라서

아이한테 
미안해서

기타

전체 43.2 2.7 8.1 35.1 8.1 2.7 100.0 (37)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50.0 0.0 0.0 50.0 0.0 0.0 100.0 ( 2)
200∼299만원 46.7 6.7 6.7 33.3 6.7 0.0 100.0 (15)
300∼399만원 35.7 0.0 14.3 28.6 14.3 7.1 100.0 (14)
400만원 이상 50.0 0.0 0.0 50.0 0.0 0.0 100.0 ( 6)

χ2 6.799

총 
양육비용

49만원 이하 75.0 0.0 0.0 25.0 0.0 0.0 100.0 ( 4)
50~99만원 45.5 9.1 0.0 45.5 0.0 0.0 100.0 (11)

100~199만원 33.3 0.0 16.7 27.8 16.7 5.6 100.0 (18)
200만원 이상 50.0 0.0 0.0 50.0 0.0 0.0 100.0 ( 4)

χ2 12.12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42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 물려받기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물려받기를 하지 않는 사유

계왠지 
꺼림칙해서

이미 제품이 
낡아서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해서

주변에 
물려주는사람

이 없어서

물려받기 
업체나 알선 

기관을 몰라서
전체 34.8 15.6 6.2 36.3 7.0 100.0 (454)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6.4 8.7 5.8 31.9 7.2 100.0 ( 69)
200∼299만원 36.0 15.2 6.2 36.0 6.7 100.0 (178)
300∼399만원 29.2 19.2 5.8 40.0 5.8 100.0 (120)
400만원 이상 31.0 17.2 6.9 35.6 9.2 100.0 ( 87)

χ2 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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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려받기를 하지 않는 사유

계왠지 
꺼림칙해서

이미 제품이 
낡아서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해서

주변에 
물려주는사람

이 없어서

물려받기 
업체나 알선 

기관을 몰라서

총 
양육비용

49만원 이하 35.9 16.7 3.8 33.3 10.3 100.0 ( 78)
50~99만원 42.6 8.5 6.9 37.2 4.8 100.0 (188)

100~199만원 23.9 25.4 4.2 40.1 6.3 100.0 (142)
200만원 이상 34.8 13.0 13.0 26.1 13.0 100.0 ( 46)

χ2 35.33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3-43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물려받기 의향

 단위 : %(명)

구분

육아용품 물려받기 의향

계
의향있음

물품 종류
도서

(전집 포함)
완구 외출복 평상복 자전거

전체 75.6 78.4 75.1 60.9 58.7 56.7 (1246)

지역
규모

대도시 74.2 80.0 75.8 59.5 57.0 58.7 ( 491)
중소도시 75.0 78.4 78.4 63.3 60.5 58.1 ( 537)
읍면지역 80.7 74.8 65.6 58.3 58.3 48.6 ( 218)

χ2 4.743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44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 물려받기 의향

단위 : %(명)

구분

육아용품 물려받기 의향

계
의향있음

물품 종류
도서

(전집포함)
완구 외출복 평상복 자전거

전체 75.6*** 78.4 75.1 60.9 58.7 56.7 (1246)

가구 
생활
비 

지출

199만원 이하 69.7*** 75.5 78.2 61.9 61.2 55.8 ( 147)
200∼299만원 75.5*** 77.8 74.6 59.8 57.3 57.3 ( 508)
300∼399만원 77.4*** 80.5 75.5 64.1 60.4 59.9 ( 359)
400만원 이상 77.3*** 78.4 73.7 57.8 57.8 50.9 ( 232)

χ2 5.309 -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67.9*** 70.7 70.7 55.6 54.9 53.4 ( 133)
50~99만원 71.8*** 79.8 77.2 60.7 57.0 59.5 ( 435)

100~199만원 80.9*** 79.7 73.7 61.1 59.3 54.5 ( 543)
200만원 이상 77.1*** 76.3 78.5 65.9 65.9 59.3 ( 135)

χ2 21.699***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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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5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물려주기 경험

단위 : %(명)

구분
물려주기
경험있음

물려준 대상

계
친인척

지역주
민이웃

직장동
료 및 
친구

공공
기관

온라인 
사이트

기타

전체 51.3 49.2 22.4 26.3 0.2 1.8 0.1 100.0 (845)

지역
규모

대도시 50.5 46.1 21.9 29.9 0.6 1.2 0.3 100.0 (334)

중소도시 53.1 50.5 24.2 23.4 0.0 1.8 0.0 100.0 (380)

읍면지역 48.5 53.4 18.3 25.2 0.0 3.1 0.0 100.0 (131)

χ2 1.926 12.21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46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 물려주기 경험

단위 : %(명)

구분
물려주기
경험있음

물려준 대상

계
친인척

지역주
민이웃

직장동
료 및 
친구

공공기
관

온라인 
사이트

기타

전체 51.3 49.2 22.4 26.3 0.2 1.8 0.1 100.0 (845)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3.6 48.9 22.8 26.1 0.0 2.2 0.0 100.0 ( 92)

200∼299만원 46.1 46.5 22.6 29.7 0.0 1.3 0.0 100.0 (310)

300∼399만원 54.5 48.2 22.5 26.9 0.0 2.4 0.0 100.0 (253)

400만원 이상 63.3 55.3 21.6 20.0 1.1 1.6 0.5 100.0 (190)

χ2 31.714*** 17.649

총 
양육비용

49만원 이하 35.2 39.1 26.1 31.9 0.0 2.9 0.0 100.0 ( 69)

50~99만원 48.2 45.9 25.0 27.1 0.0 2.1 0.0 100.0 (292)

100~199만원 54.8 53.8 19.6 25.0 0.0 1.6 0.0 100.0 (368)

200만원 이상 66.3 49.1 22.4 25.0 1.7 0.9 0.9 100.0 (116)

χ2 41.781*** 27.53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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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7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물려주기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물려주기를 하지 않은 이유

계

내아이가 
쓰던 

물건을 
다른 

아이가 
쓰는 것이 
꺼침칙해서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물려받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주변에 
물려줄 
만한 

사람이없
어서

알선 
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이용이 

불편해서

기타
모름/무응

답

전체 13.1 34.9 16.8 28.8 1.7 3.6 1.1 100.0 (803)

지역규
모

대도시 11.6 33.5 16.2 32.0 2.7 2.7 1.2 100.0 (328)

중소도시 16.1 34.8 16.7 26.5 1.2 3.6 1.2 100.0 (336)

읍면지역 9.4 38.1 18.7 26.6 0.7 5.8 0.7 100.0 (139)

χ2 13.08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48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 물려주기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물려주기를 하지 않은 이유

계

내아이가 쓰던 
물건을 다른 
아이가 쓰는 

것이 
꺼침칙해서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물려받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주변에 
물려줄 
만한 

사람이없
어서

알선 
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이용이 

불편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3.1 34.9 16.8 28.8 1.7 3.6 1.1 100.0(803)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13.4 26.9 21.0 30.3 2.5 5.0 0.8 100.0(119)

200∼299만원 12.7 36.1 15.4 28.1 1.7 5.0 1.1 100.0(363)

300∼399만원 12.3 33.2 20.4 30.3 1.9 1.4 0.5 100.0(211)

400만원 이상 15.5 42.7 10.0 26.4 0.9 1.8 2.7 100.0(110)

χ2 19.125 　

총 
양육비

용

49만원 이하 11.8 19.7 18.9 36.2 3.1 9.4 0.8 100.0(127)

50~99만원 15.3 30.6 19.4 29.3 2.2 2.5 0.6 100.0(314)

100~199만원 10.2 43.6 14.2 27.1 0.7 2.6 1.7 100.0(303)

200만원 이상 18.6 45.8 11.9 18.6 1.7 1.7 1.7 100.0 ( 59)

χ2 50.07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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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9  자녀수별 대여하기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χ2

기기/
집기

침대 1.9 1.1 2.2 3.1 4.186*

아기식탁의자 0.2 0.0 0.2 0.5 2.552*

젖병 소독기 0.2 0.2 0.1 0.5 1.396*

욕조 0.1 0.0 0.0 0.5 7.588*

유축기 1.2 1.6 0.9 1.0 1.616*

카시트 0.2 0.0 0.1 1.0 9.133*

유모차 0.2 0.2 0.1 0.5 1.396*

자전거 0.3 0.5 0.1 0.5 1.775*

놀이방매트 0.1 0.0 0.0 0.5 7.588*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8.6 8.5 9.2 6.8 1.166*

도서 4.9 4.7 5.7 1.6 5.94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3-50  총 양육비용 구간별 대여하기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총 양육비용 구간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 200만원 이상 χ2

기기/집기

침대 1.9 0.5 1.7 2.1 3.4 4.595**

이기식탁의자 0.2 0.0 0.3 0.1 0.0 1.447**

젖병 소독기 0.2 0.0 0.2 0.3 0.0 1.183**

욕조 0.1 0.0 0.0 0.1 0.0 1.457**

유축기 1.2 3.6 1.0 0.9 0.0 12.636**

카시트 0.2 0.0 0.2 0.3 0.0 1.183**

유모차 0.2 0.0 0.3 0.1 0.0 1.447**

자전거 0.3 0.5 0.2 0.3 0.6 1.077**

놀이방매트 0.1 0.0 0.0 0.1 0.0 1.457**

여가 및 
문화

생활비

완구 8.6 9.7 7.8 9.1 8.6 1.051**

도서 4.9 4.6 5.1 5.4 2.3 2.99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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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1  지역규모별 대여받기 이용 사유

단위 : %(명)

구분

대여받기 이용 사유

계
제품 구입 

비용이 
비싸서

단기간만 
사용할 

물건이라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물건을 

이용할 수 
있어서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물려줄 
형제자매가 

없어서
기타

전체 17.8 64.9 8.9 7.1 0.4 0.9 100.0 (225)

지역
규모

대도시 18.2 70.7 6.1 4.0 0.0 1.0 100.0 ( 99)

중소도시 18.1 60.6 9.6 9.6 1.1 1.1 100.0 ( 94)
읍면지역 15.6 59.4 15.6 9.4 0.0 0.0 100.0 ( 32)

χ2 7.67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52  지역규모별 대여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대여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계
매우 만족 대체로만족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균점수

전체 17.3 74.2 8.0 0.4 3.1 100.0 (225)

지역
규모

대도시 11.1 78.8 9.1 1.0 3.0 100.0 ( 99)
중소도시 22.3 69.1 8.5 0.0 3.1 100.0 ( 94)
읍면지역 21.9 75.0 3.1 0.0 3.2 100.0 ( 32)

χ2 6.960 2.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53  지역규모별 대여받은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단위 : %(명)

구분

대여받은 육아용품에 만족하지 않은 사유

계

제품이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대여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서

대여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대여업체 
등이 

이용이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편하게 

사용할 수 
없어서

기타

전체 15.8 10.5 15.8 15.8 36.8 5.3 100.0 (19)

지역
규모

대도시 10.0 10.0 10.0 30.0 40.0 0.0 100.0 (10)
중소도시 25.0 12.5 25.0 0.0 25.0 12.5 100.0 ( 8)
읍면지역 0.0 0.0 0.0 0.0 100.0 0.0 100.0 ( 1)

χ2 7.22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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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4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대여받기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여받기를 하지 않는 사유

계
남이 쓰던 
거라 왠지 
꺼림칙해서

제품이 
낡아서사
용하기 

어려워서

대여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서

원하는 
물건이 
없어서

어디서 
빌려야
하는지 
몰라서

대여업체
등이 

접근성이 
좋지않아

서

돌려줘
야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없어

서

기타

전체 25.7 7.3 9.2 12.3 7.4 13.0 23.2 1.9 100.0(1,423)

지역
규모

대도시 28.4 5.7 8.5 12.4 6.6 12.4 24.9 1.1 100.0(1,563)
중소도시 25.6 8.0 9.8 12.1 7.7 13.2 20.7 2.9 100.0(1,622)
읍면지역 19.7 9.2 9.2 12.6 8.4 13.9 25.6 1.3 100.0(1,238)

χ2 19.13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55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대여하기 의향

단위 : %(명)

구분

육아용품 대여하기 의향

계
의향있음

물품 종류
도서

(전집 포함)
완구 자전거 침대 유모차

전체 45.6 65.8 62.1 33.4 21.0 16.2 (751)

지역
규모

대도시 44.9 70.0 64.3 28.6 17.8 14.1 (297)
중소도시 46.5 63.4 63.7 38.4 25.5 17.1 (333)
읍면지역 44.8 62.0 52.1 31.4 16.5 19.0 (121)

χ2 0.449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56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처리 방법

 단위 : %(명)

구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음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 처리 희망 방법

계
지인
에게 

물려주
고싶음

중고거
래하고 
싶음

무상기
부하고
싶음

후속
출산을 
위해 
보관

지인
에게 

빌려주
고 다시 
돌려받

음

버림 기타

전체 47.2 47.9 22.5 15.0 9.4 1.2 3.5 0.5 100.0 (778)

지역
규모

대도시 46.7 49.8 20.7 15.5 9.1 1.9 2.9 0.0 100.0 (309)
중소도시 48.3 48.0 24.3 13.9 9.0 0.3 3.8 0.9 100.0 (346)
읍면지역 45.6 43.1 22.0 17.1 11.4 1.6 4.1 0.8 100.0 (123)

χ2 0.729 10.36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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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7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경험

 단위 : %(명), 점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χ2

보건
의료비

보건의료
지원정책

22.7 54.6 17.5 3.0 2.3 - 4.0 100.0 (1,573)

예방접종 및 
건강건진 지원 

정책
27.1 58.3 10.2 3.2 1.2 - 4.1 100.0 (1,447)

교육
보육비 
지원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 - - - - - 4.0 100.0 (1,471)

개별돌봄서비스 19.1 49.4 22.5 9.0 0.0 - 3.8 100.0 (1,489)
출산 양육비용 16.4 47.8 27.4 6.4 2.1 - 3.7 100.0 (1,445)

여가 및 
문화

생활비

장남감 도서 대여 
서비스

22.3 53.5 19.4 4.1 0.7 - 3.9 100.0 (1,443)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대민서비스

20.3 59.7 16.9 2.5 0.4 - 4.0 100.0 (1,236)

  주: 1) 보건의료 지원 정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해당 지원 정책을 적을 것)
     2)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은 만 12세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정책이 포함됨.
     3)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정책에는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58  지역규모별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

단위 : %(명)

구분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전체 1.1 74.4 24.5 9.0 81.0 10.0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0.8 75.8 23.4 8.0 83.4 8.6 100.0 (1,662)
중소도시 1.7 74.9 23.5 9.1 81.7 9.2 100.0 (1,716)
읍면지역 0.4 69.6 30.0 11.1 73.3 15.6 100.0 (1,270)

χ2 9.202 14.57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3-59  지역규모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구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계지금보다 
평등한 사회

지금과 유사
지금보다 
격차 심화

모름

전체 7.6 26.8 62.8 2.9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6.0 28.7 62.1 3.2 100.0 (1,662)
중소도시 9.2 24.3 64.4 2.1 100.0 (1,716)
읍면지역 7.0 28.5 60.4 4.1 100.0 (1,270)

χ2 11.24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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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0  지역규모별 미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미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계사회경제적 
부

명예
개인의 
행복

공동체 
의식

기타

전체 25.2 2.3 65.9 6.3 0.2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22.5 1.5 70.5 5.3 0.2 100.0 (1,662)

중소도시 27.4 2.7 62.4 7.3 0.3 100.0 (1,716)

읍면지역 26.3 3.3 63.7 6.3 0.4 100.0 (1,270)

χ2 13.04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61  지역규모별 자녀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

단위: %(명)

구분

자녀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

계공교육 
내실화

특기 
적성 
관련 
공적 

인프라 
확충

문화 
인프라 
확대

초등 
돌봄 
확대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평등성이 
보장된 
대입 
전형

영유아 
양육 
비용 
절감

기타

전체 73.1 50.7 31.9 33.4 49.5 29.7 30.1 0.3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73.3 48.5 31.7 33.8 51.4 32.5 26.9 0.3 100.0 (1,662)

중소도시 71.6 51.4 30.6 33.8 48.5 29.1 33.2 0.4 100.0 (1,716)

읍면지역 76.3 54.4 35.9 31.5 47.8 24.4 29.6 0.0 100.0 (1,270)

χ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62  지역규모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지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식

계
매우 높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다소 높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소득에 맞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다소 낮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매우 낮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전체 2.8 16.7 72.3 7.6 0.5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2.3 14.4 75.2 7.3 0.9 100.0 (1,662)
중소도시 2.9 17.9 70.8 8.0 0.4 100.0 (1,716)
읍면지역 3.7 19.6 69.3 7.4 0.0 100.0 (1,270)

χ2 10.51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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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3  지역규모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

대체가능
한 물품을 
찾는 편

중고거래
상품이나 
대여하기 
등을 이용

구입자체
를 하지 

않음

가격변동
에 둔감한 

편

전체 15.7 42.9 20.4 11.6 8.3 1.0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14.5 44.7 18.1 11.5 10.0 1.2 100.0 (1,662)
중소도시 17.9 40.6 23.5 10.1 7.3 0.7 100.0 (1,716)
읍면지역 13.0 44.4 18.1 15.9 7.0 1.5 100.0 (1,270)

χ2 22.19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3-64  지역규모별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

구입자체를 
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전체 33.9 45.9 14.3 4.9 1.0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33.5 47.6 11.6 6.3 0.9 100.0 (1,662)
중소도시 36.3 42.9 16.3 4.1 0.4 100.0 (1,716)
읍면지역 28.5 50.0 15.2 3.7 2.6 100.0 (1,270)

χ2 26.16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3-65  지역규모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

이용하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기타

전체 65.8 30.5 2.3 1.3 0.2 100.0(1,648)

지역
규모

대도시 65.4 31.7 1.2 1.5 0.2 100.0(1,662)
중소도시 67.9 27.8 2.7 1.4 0.3 100.0(1,716)
읍면지역 61.1 34.4 4.1 0.4 0.0 100.0(1,270)

χ2 15.311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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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6  지역규모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

이용하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기타

전체 44.1 44.2 9.9 1.3 0.5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44.0 44.0 9.8 1.7 0.6 100.0 (1,662)
중소도시 46.4 43.2 8.9 1.0 0.6 100.0 (1,716)
읍면지역 38.1 47.8 12.6 1.1 0.4 100.0 (1,270)

χ2 8.15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3-67  지역규모별 육아상품 및 육아서비스의 가구소득 탄력성 

 단위 : 명(%)

구분
(소득 감소시) 가구소득 탄력성

계
육아상품 탄력성 육아서비스 탄력성

전체 8.1 6.1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8.4 5.8 (1,662)
중소도시 7.7 6.1 (1,716)
읍면지역 8.5 6.6 (1,270)

F 2.2 1.1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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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부표 4-1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일련번호 성별 연령 자녀현황 소득

부모1 여 40대 2자녀 450

부모2 여 30대 3자녀 500

부모3 여 40대 3자녀 600

부모4 여 30대 3자녀 600

부모5 여 30대 3자녀 400

부모6 여 30대 2자녀 80

부모7 여 30대 2자녀 160

부모8 여 30대 2자녀 350

부모9 여 30대 2자녀 500

부모10 여 30대 2자녀 400

부모11 여 30대 1자녀 430

부모12 여 30대 3자녀 650

부모13 여 30대 3자녀 600

부모14 여 30대 3자녀 330

부모15 여 30대 3자녀 700

부모16 여 30대 1자녀 600

부모17 여 40대 1자녀 240

부모18 여 40대 2자녀 -

부모19 여 40대 2자녀 400

부모20 여 30대 2자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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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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