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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발행일 2021년 9월 14일제2호

I . 2021년 2분기 전국 및 경남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제2호

· 전국 및 경남의 출산 현상과 코로나19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
년을 전후하여 분기별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음

(전국)2021년 2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66,398명, 합계출산율은 0.82명임

(경남)2021년 2분기 경남의 출생아 수는 3,935명, 합계출산율은 0.90명임

◎ 2021년 2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동기 대비 2.8%(1,905명)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9.4%(7,092명)보다 낮음

◎ 2021년 2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전년동기 대비 3.5%(0.03명)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7.6%(0.07명)보다 낮음

◎ 2021년 2분기 경남의 출생아 수는 전년동기 대비 7.1%(303명)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9.9%(466명)보다 낮음

◎ 2021년 2분기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동기 대비 6.3%(0.06명)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6.8%(0.07명)보다 낮음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은 전국과 경남 모두 2019년 2분기~2020년 2분기 감소율보다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감소율이 낮게 나타나 출산의 특성(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전년동기 대비 2021년 2분기 경남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경남 지역의 출생 감소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남 출생·혼인 통계
오지혜 성평등정책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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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생아 수 증감률

전국 합계출산율 증감률

경남 출생아 수 증감률

경남 합계출산율 증감률

<분기별 전국 및 경남 출생아 수 • 합계출산율, 2019-2021>

<전국 및 경남의 분기별 출산 지표 증감률, 2019-2021>

(단위: 천 명, %, 가임 여자 1명당 명)

(증감률)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2021 각 분기

2019
1분기

2019
2분기

2019
3분기

2019
4분기

2020
1분기

2020
2분기

2020
3분기

2020
4분기

2021
1분기

2021
2분기

출생아 수(전국) 83,030 75,395 73,683 70,568 73,652 68,303 68,955 61,499 70,519 66,398

전년대비
증감 8,488 -5,085 -8,357 -19,192 -9,378 -7,092 -4,728 -9,069 -3,133 -1,905

증감률 11.4 -6.3 -10.2 -21.4 -11.3 -9.4 -6.4 -12.9 -4.3 -2.8

합계출산율(전국) 1.02 0.92 0.89 0.85 0.91 0.85 0.84 0.75 0.88 0.82

전년대비
증감 0.13 -0.04 -0.09 -0.23 -0.11 -0.07 -0.05 -0.1 -0.03 -0.03

증감률 14.6 -4.2 -9.2 -21.3 -10.8 -7.6 -5.6 -11.8 -3.3 -3.5

출생아 수(경남) 5,400 4,730 4,640 4,480 4,579 4,264 4,332 3,667 4,283 3,935

전년대비
증감 641 -414 -743 -1,458 -824 -466 -308 -813 -293 -329

증감률 13.5 -8.04 -13.8 -24.6 -15.3 -9.9 -6.64 -18.2 -6.4 -7.7

합계출산율(경남) 1.18 1.03 1.00 0.98 1.02 0.96 0.97 0.83 0.99 0.90

전년대비
증감 0.18 -0.06 -0.14 -0.28 -0.16 -0.07 -0.03 -0.15 -0.03 -0.06

증감률 18.0 -5.5 -12.3 -22.2 -13.6 -6.8 -3.0 -15.3 -2.94 -6.3

주: 1)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각 분기 값임
2) 증감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 및 증감률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2021 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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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2021년 2분기 전국 및 경남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전국 및 경남의 혼인 현상과 코로나19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을  
전후하여 분기별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음

(전국) 2021년 2분기 전국 혼인건수는 48.249건, 조혼인율은 3.8명임

(경남) 2021년 2분기 경남의 혼인건수는 2,644건, 조혼인율은 3.2명임

◎ 2021년 2분기 전국 혼인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4%(2,748건)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16.4%(10,016건)보다 낮음

◎ 2021년 2분기 전국 조혼인율은 전년동기 대비 5.0%(0.2명)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16.7%(0.8명)보다 낮음

◎ 전국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에 급속도로 감소하여 2021년 
2분기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이 다소 낮게 나타남

◎ 2021년 2분기 경남의 혼인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7%(171건)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17.6%(601건)보다 낮음

◎ 2021년 2분기 경남의 조혼인율은 전년동기 대비 6.7%(0.2명) 감소하였음

- 이는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감소율 20.6%(0.7명)보다 낮음

◎ 경남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에 급속 
도로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2021년 2분기의 감소폭은 다소 낮게 나타남

◈ 전국과 경남 모두 2019년 2분기~2020년 2분기 감소율보다 2020년 2분기~2021년 2분기 감소율이  
낮게 나타남.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되었던 2020년 2분기보다 올해 감소율이 줄어들긴 했으나 
2020년 2분기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을 회복하지는 못함

◈ 경남의 전년동기 대비 2021년 2분기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경남 지역의 혼인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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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전국 및 경남의 분기별 혼인 지표 증감률, 2019-202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2021 각 분기

<분기별 전국 및 경남혼인건수 • 조혼인율, 2019-2021>
(단위: %, 인구 1천명당 명)

주: 1) 혼인건수, 조혼인율은 각 분기 값임
2) 증감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 및 증감률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2021 각 분기

2019
1분기

2019
2분기

2019
3분기

2019
4분기

2020
1분기

2020
2분기

2020
3분기

2020
4분기

2021
1분기

2021
2분기

혼인건수(전국) 59,074 61,013 53,312 65,760 58,280 50,997 47,436 56,789 48,016 48,249

전년대비
증감 -12,401 7,233 -12,904 -391 -794 -10,016 -5,876 -8,971 -10,264 -2,748

증감률 -17.4 13.4 -19.5 -0.6 -1.3 -16.4 -11.0 -13.6 -17.6 -5.4

조혼인율(전국) 4.7 4.8 4.1 5.1 4.6 4.0 3.7 4.4 3.8 3.8

전년대비
증감 -0.8 0.6 -1.1 -0.1 -0.1 -0.8 -0.4 -0.7 -0.8 -0.2

증감률 -14.5 14.3 -21.2 -1.9 -2.1 -16.7 -9.8 -13.7 -17.4 -5.0

혼인건수(경남) 3,387 3,406 2,905 3,915 3,374 2,805 2,514 3,207 2,569 2,644

전년대비
증감 -848 335 -822 -48 -13 -601 -391 -708 -805 -161

증감률 -20.0 10.9 -22.1 -1.2 -0.4 -17.6 -13.5 -18.1 -23.9 -5.7

조혼인율(경남) 4.1 4.1 3.4 4.6 4.1 3.4 3.0 3.8 3.1 3.2

전년대비
증감 -0.9 0.5 -1.1 -0.2 0.0 -0.7 -0.4 -0.8 -1.0 -0.2

증감률 -25.0 11.1 -22.9 -4.9 0.0 -20.6 -8.7 -19.5 -29.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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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요약

◎ 2021년 2분기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은 전국과 경남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2분기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은 전국과 경남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출산 관련 지표는 2019년 2분기~2020년 2분기 감소율보다 2020년 2분기~2021년 2분기 감소율이  
낮게 나타나 출산의 특성(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음

◎ 혼인 관련 지표는 2019년 2분기~2020년 2분기 감소율보다 2020년 2분기~2021년 2분기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되었던 2020년 2분기 혼인 지표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출산 지표보다 혼인 지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혼인 건수의 감소가 출산율 저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