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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1.90세, 

여성은 29.14세로 여성이 비교적 연령대가 낮았으나. 2022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33.35세, 여성은 31.08세로 10년 전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 남성 모두 증가하였다[1]. 이에 따라 평균 초

산연령도 2000년 27.7세, 2018년 31.9세, 2021년 33.4세로 첫아이 출산 

연령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1]. 산모의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문제

로 출산율 저하, 보조생식술 증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증가 등이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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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태아에게 불리한 임상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 

임신부의 연령은 고위험 임신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35세 이상인 고령 임신과 17세 미만인 청소년 임신, 특히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유산 및 염색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

였다[3]. 선행 연구에 따르면 10대 임산부의 경우 임신에 적합한 신체

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임산부는 물론 신생아에 

주산기 합병증을 가져오고 출생 빈도가 많아질수록 신생아의 이환율

이나 생존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35세 이상 고령 산

모는 35세 미만의 산모와 비교하였을 때 심각한 모체의 결함과 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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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결함 및 사망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 임신의 

위험성은 저체중 출산, 임부의 전자간증, 임신성 당뇨, 제왕절개 시행, 

임신 보조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5]. 40세 이상 고령 출

산의 경우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및 산후 출혈이 많고 제

왕절개 빈도가 높다고 하였고[6], 조기 분만, 후기 조기 분만, 저체중아

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7]. 또한 Kim et al. [8]의 연구에서

도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모와 태아의 이환율과 제왕절개 빈도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의 연령 외에 고위험 임신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로는 임신 전 

건강상태로 비만, 고혈압, 폐, 신장, 심장, 당뇨, 자가면역질환, 성 매개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등이 있다[6]. 모체 측 요인으로는 과다 체

중 증가, 과소 체중 증가, 전자간증 및 자간증, 임신성 당뇨,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전치태반, 양수과소증 및 양수과다증, 자궁경관무력증, 

융모양막염, 신우신염, 태반조기박리, 자궁 파열, 산후 출혈 및 색전증

이 있으며, 태아 측 요인으로는 자궁 내 성장 제한, 거대아, 태아 기형, 

염색체 이상 등이 있다[3,8]. 

그러나, 여전히 산모 연령은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이고 출산 문제가 나타나는 산모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은 모자 건

강증진을 위한 국가 모자보건 사업을 설계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령 임신이 전치태

반, 자궁근종 등 산후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Kim et al. [8]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고령 초산모인 35세 이상 산모를 대

상으로 임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초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산모 연령과 임신결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산모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산모 관리에 기본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1개 병원으로부터 연구수행

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001202439).

본 연구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

재 1개 병원에서 임신 22주 이후 분만한 초산모 844명 전체를 대상으

로 하였다. 초산모의 연령에 따라 29세 이하,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의 4개 군으로 설정하였으며, 초산모의 일반

적 및 산과적 특성, 임신 전 모체 질환, 산모 합병증, 분만 결과를 의무

기록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변수정의

산모의 특성

연령은 분만 당시 산모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산모의 최종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고졸 이하,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

다. 직업은 주부, 무직, 모름은 직업 없음으로 그 외는 직업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유산력은 유산횟수를 말하며 0회,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보조생식술은 신체 밖에서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다

루어 난임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의미하며 일반

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 실험실에서 이들을 다루는 과

정, 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시키는 과정 등과 관련된 모든 치료와 술

기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의 도움으로 임신한 초산모는 

체외수정시술, 난자세포 질내 정자주입, 배아이식을 포함하였다. 다태 

임신 여부를 분류하였다. 

임신 합병증

의무기록 분석 자료에 표기된 한국질병분류번호(Korea Classifica-

tion Disease, KCD)를 이용하여 임신 전 모체 질환과 산모 합병증을 수

집하였다. 임신 전 모체 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자궁근종, 자궁 기형, 

갑상선 질환을 수집하였다. 산모 합병증은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

압, 전자간증, 양수과소증, 양막조기파열,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중 

한 개라도 있으면 산모 합병증 있음, 없으면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분만 방법

분만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임신 22주(154일) 또는 태아 체중이 500 g 이상으로 분만을 목적으로 

출산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

용하였다. 질을 통한 분만은 자연분만, 복부를 통한 분만은 제왕절개

분만으로 분류하였으며,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질을 통한 분만 시도를 

했다면 자연분만시도 그렇지 않다면 선택제왕절개로 분류하였다. 임

신 주수는 WHO의 정의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을 조산, 임신 37주 이

상 42주 미만을 만삭분만, 42주 이상을 과숙분만로 분류하였다. 자연

분만에서 출혈양이 500 cc 이상일 때, 제왕절개분만에서 출혈량이 

1,000 cc 이상일 때 분만 후 출혈이라고 분류하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산모 연령과 임신결과 관련성은 교차분석을 통해 카

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산모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산모 합병증을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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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하여 ‘1’ 그리고 ‘0’으로 부호화하고, 산모의 일반적 특성을 독

립변수로 하여 각 위험 인자별로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

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9세 이하 26.4%,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40.4%,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26.8%, 40세 이상은 6.4%로 30세 이상 35세 미

만 초산모가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32.2세이었다. 교육수준은 82.5%

가 대졸 이상이었고 직업이 없는 산모는 55.8%이었다. 흡연에 대해서는 

안 피운다가 99.6%, 음주에 대해서는 안 마신다가 99.4%이었다. 유산  

경험이 없는 산모가 76.3%이었으며 보조생식술 없이 임신한 경우는 

87.7%이었으며, 단태 임신 95.5%이었다. 분만방법에서 제왕절개분만은 

53.7%로 자연분만 46.3%보다 많았다. 37주에서 42주 미만 분만이 

90.6%이었으며 평균 분만 주수는 38.5주였다(Table 1).

산모 연령에 따른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 중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산모는 29세 이하 

68.2%, 30세 이상 35세 미만 89.1%, 35세 이상 40세 미만 86.3%, 40세 이

상 83.3%로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직업이 없는 산모는 29세 이하 68.2%, 30세 이상 35세 미만 47.2%, 

35세 이상 40세 미만 57.5%, 40세 이상 51.9%로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유산의 경험이 없는 산모는 29세 미만 

83.4%, 30세 이상 35세 미만 79.8%, 35세 이상 40세 미만 67.3%, 40세 이

상 63.0%로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보조

생식술을 시행한 산모는 29세 이하 2.7%, 30세 이상 35세 미만 10.9%, 

35세 이상 40세 미만 23.5%, 40세 이상 14.8%로 35세 이상 40세 미만에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다태 임신은 30세 이상 35세 

미만 3.5%, 35세 이상 40세 미만 9.7%, 40세 이상 7.4%로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Table 2).

산모 연령에 따른 임신 합병증

임신 전부터 고혈압에 이환된 산모는 35세 이상 40세 미만 1.8%, 자

궁 기형을 가진 산모는 29세 이하 1.8%, 35세 이상 40세 미만 0.4%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산모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29세 이하 32.7%, 30세 이상 35세 미만 

40.5%, 35세 이상 40세 미만 47.8%, 40세 이상 51.9%로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4). 산모 합병증 중 임신성 당뇨는 

29세 이하 6.3%, 30세 이상 35세 미만 12.3%, 35세 이상 40세 미만 18.6%, 

40세 이상 20.4%로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전자간증은 29세 이하 0.4%, 30세 이상 35세 미만 1.2%, 35세 이상 40세 

미만 2.7%, 40세 이상 5.6%로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 0.031) (Table 3).

산모 연령에 따른 분만 결과 

제왕절개분만은 29세 이하 34.5%, 30세 이상 35세 미만 54.3%, 35세 

이상 40세 미만 68.6%, 40세 이상 66.7%로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자연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

만을 한 경우는 29세 이하 79.2%, 30세 이상 35세 미만 72.4%, 35세 이

상 40세 미만 54.2%, 40세 이상 52.8%로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분만 주수는 37주 미만의 조산이 29세 이

하 4.9%, 30세 이상 35세 미만 8.2%, 35세 이상 40세 미만 13.3%, 40세 

이상 16.7%로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0.014) (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Subcategory n %

Age (y) ≤29 223 26.4
30-<35 341 40.4
35-<40 226 26.8
≥40 54 6.4
Mean±SD 32.2±4.8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148 17.5
≥College/University 696 82.5

Occupation Yes 373 44.2
No 471 55.8

Smoking Yes 3 0.4
No 841 99.6

Drinking Yes 5 0.6
No 839 99.4

Abortion history 0 644 76.3
1 140 16.6
2 40 4.7
≥3 20 2.4

Assisted reproductive 
therapy 

Yes 104 12.3
No 740 87.7

Multi pregnancy Yes 38 4.5
No 806 95.5

Delivery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391 46.3

Cesarean section 453 53.7
Gestational age (wk) <37 78 9.2

37-<42 765 90.6
≥42 1 0.1
Mean±SD 38.5±1.9

Total 844 100.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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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32)로 높았다. 임신성 당뇨병과 관련한 요인에서 교차비는 산모 

연령이 29세 이하보다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2.70 (95% CI: 1.37-5.31), 

40세 이상에서 3.34 (95% CI: 1.38-8.08)로 높았다. 또한 산모가 보조생

식술을 시행 안 한 경우보다 시행한 경우에서 3.23 (95% CI: 1.84-5.65)

로 높았다. 전자간증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전자간증의 교차비는 산

임신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신 합병증과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임신성 당뇨와 전자간

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산모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임신 합병증의 교차비는 산모의 연령이 29세 이하보다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1.91 (95% CI: 1.27-2.88), 40세 이상에서 2.33 (95% CI: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aternal age 

Variables
Maternal age (y)

χ2 p
≤29 (n=223) 30-<35 (n=341) 35-<40 (n=226) ≥40 (n=54)

Education 44.394 <0.000
   High school graduation 71 (31.8) 37 (10.9) 31 (13.7) 9 (16.7)
   ≥College/University 152 (68.2) 304 (89.1) 195 (86.3) 45 (83.3)
Occupation 24.622 <0.000
   Yes 71 (31.8) 180 (52.8) 96 (42.5) 26 (48.1)
   No 152 (68.2) 161 (47.2) 130 (57.5) 28 (51.9)
Abortion history 33.095 <0.000
   0 186 (83.4) 272 (79.8) 152 (67.3) 34 (63.0)
   1 29 (13.0) 46 (13.5) 50 (22.1) 15 (27.8)
   2 6 (2.7) 19 (5.6) 13 (5.8) 2 (3.7)
   ≥3 2 (0.9) 4 (1.2) 11 (4.9) 3 (5.6)
Assisted reproductive therapy 46.051 <0.000
   Yes 6 (2.7) 37 (10.9) 53 (23.5) 8 (14.8)
   No 217 (97.3) 304 (89.1) 173 (76.5) 46 (85.2)
Multi pregnancy 26.729 <0.000
   Yes 0 (0.0) 12 (3.5) 22 (9.7) 4 (7.4)
   No 223 (100.0) 329 (96.5) 204 (90.3) 50 (92.6)
Total 223 (100.0) 341 (100.0) 226 (100.0) 54 (100.0)

Unit: n (%).

Table 3. Complications of pregnancy according to maternal age

Variables
Maternal age (y)

χ2 p
≤29 (n=223) 30-<35 (n=341) 35-<40 (n=226) ≥40 (n=54)

Maternal disease before pregnancy 
   Diabetes mellitus 2 (0.9) 3 (0.9) 1 (0.4) 0 (0.0) 0.86 0.834
   Hypertension 0 (0.0) 0 (0.0) 4 (1.8) 0 (0.0) 10.99 0.012
   Myoma 3 (1.3) 10 (2.9) 10 (4.4) 2 (3.7) 3.82 0.282
   Uterine malformation 4 (1.8) 0 (0.0) 1 (0.4) 0 (0.0) 7.91 0.048
   Thyroid gland disease 3 (1.3) 5 (1.5) 6 (2.7) 0 (0.0) 2.50 0.476
Maternal complicaitons 13.25 0.004
   No 150 (67.3) 203 (59.5) 118 (52.2) 26 (48.1)
   Yes 73 (32.7) 138 (40.5) 108 (47.8) 28 (51.9)
      Gestational diabetes 14 (6.3) 42 (12.3) 42 (18.6) 11 (20.4) 17.97 <0.000
      Pregnancy-induced hypertension 1 (0.4) 8 (2.3) 7 (3.1) 0 (0.0) 5.68 0.128
      Pre-eclampsia 1 (0.4) 4 (1.2) 6 (2.7) 3 (5.6) 8.90 0.031
      Oligohydramnios 13 (5.8) 12 (3.5) 10 (4.4) 1 (1.9) 2.59 0.460
      Pre-labor rupture of membranes 41 (18.4) 67 (19.6) 37 (16.4) 12 (22.2) 1.46 0.691
      Placenta previa 0 (0.0) 6 (1.8) 5 (2.2) 1 (1.9) 4.57 0.206
      Abruptio placenta 0 (0.0) 6 (1.8) 5 (2.2) 0 (0.0) 5.66 0.129

Unit: n (%).



Maternal Age and Complications of Pregnanc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53

모의 연령, 교육수준, 보조생식술, 다태임신에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이 없는 산모보다 직업 있는 산모에서 4.77 (95% 

CI: 1.18-19.28)로 높았다(Table 5).

고 찰

첫 아이 출산 연령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만혼화 현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산모의 

고령화와 출생수 감소로 이어져 보조생식술 증가 등 범사회적 큰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 1개 병원에

서 분만한 초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동안 35세 이후의 고령임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초산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으

며 35세 이전이라도 출산연령이 늦어질수록 20대의 젊은 산모에 비해 

Table 4. Results of delivery according to maternal age

Variables
Maternal age (y)

χ2 p
≤29 (n=223) 30-<35 (n=341) 35-<40 (n=226) ≥40 (n=54)

Type of delivery 56.79 <0.000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146 (65.5) 156 (45.7) 71 (31.4) 18 (33.3)
   Cesarean section 77 (34.5) 185 (54.3) 155 (68.6) 36 (66.7) 21.77 <0.000
      Try natural birth 61 (79.2) 134 (72.4) 84 (54.2) 19 (52.8)
      Selective cesarean section 16 (20.8) 51 (27.6) 71 (45.8) 17 (47.2)
Gestational age (wk) 15.99 0.014
   <37 11 (4.9) 28 (8.2) 30 (13.3) 9 (16.7)
   37-<42 211 (94.6) 313 (91.8) 196 (86.7) 45 (83.3)
   ≥42 1 (0.4) - - -
Hemorrhage after delivery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6 (4.1) 10 (6.4) 5 (7.0) 3 (16.7) 4.63 0.201
   Cesarean section 1 (1.3) 7 (3.8) 7 (4.5) 2 (5.6) 1.86 0.602

Unit: n (%).

Table 5. Factors affecting complications of pregnancy

Variables
Maternal complicaitons Gestational diabetes Pre-eclampsia

OR (95% CI) OR (95% CI) OR (95% CI)

Age (y) (ref.: ≤29)
   30-<35 1.37 (0.95-1.98) 1.90 (0.98-3.65) 1.84 (0.19-17.51)
   35-<40 1.91 (1.27-2.88)** 2.70 (1.37-5.31)** 3.25 (0.34-31.47)
   ≥40 2.33 (1.25-4.32)** 3.34 (1.38-8.08)** 7.50 (0.64-88.25)
Education (ref.: college/university)
   High school graduation 0.88 (0.59-1.30) 0.95 (0.52-1.75) 2.57 (0.48-13.78)
Occupation (ref.: no)
   Yes 0.98 (0.73-1.31) 1.02 (0.66-1.56) 4.77 (1.18-19.28)*
Abortion history (ref.: 4)
   1 0.78 (0.53-1.15) 1.11 (0.65-1.90) 0.25 (0.03-2.07)
   2 0.71 (0.36-1.41) 0.50 (0.15-1.72) 0.00 (0.00)
   ≥3 0.59 (0.23-1.53) 0.96 (0.26-3.51) 0.00 (0.00)
Assisted reproductive therapy (ref.: no)
   Yes 1.40 (0.86-2.27) 3.23 (1.84-5.65)** 3.11 (0.69-14.05)
Multi pregnancy (ref.: no)
   Yes 0.59 (0.27-1.28) 0.60 (0.24-1.52) 5.08 (0.97-26.5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Complications of pregnant women (Model chi-square=19.85, df=10, p=0.031).
Diabetes mellitus in pregnancy (Model chi-square=36.56, df=10, p<0.000).
Pre-eclampsia (Model chi-square=32.07, df=10, p<0.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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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리적 변화와 신체기능의 저하, 각종 질환을 겪게 되므로 가임

기능의 문제와 함께 각종 임신합병증의 발생빈도도 증가되리라 사료

된다[9]. 

본 연구에서 초산모의 비율은 30세 이상 35세 미만 40.4%, 35세 이

상 40세 미만 26.8%로 29세 이하 26.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29세 이하 초산모보다 30세 이상 초산모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첫아이 출산

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모의 일반적 특성 중 유산력은 29세 이하,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순으로 산모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et al. [10]이 고령 산모에서 유산력이 증가한

다고 한 것과 Park et al. [11]이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임신횟수가 

증가하고, 유산의 과거력이 증가한다라고 한 연구와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보조생식술 후 임신한 산모는 35세 이상 40세 미만 초산모가 40세 

이상 초산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생식술 후 임신율에 영향

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이다. 이는 40세 이상에서 임신율이 

낮음으로[12] 더 이상 임신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태 임신은 산모 연령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산모 연

령에 따라 보조생식술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연 임신의 경우 다태아 출생률은 2-3% 정도이나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30-40%의 높은 다태아 출생률을 보고한다고 한 

것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13].

Heo et al. [14]은 산모에서 연령이 증가하면 순환기 및 심장 질환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혈압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혈압을 가진 산모는 산모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표본수가 소규모여서 의의를 갖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된다. 임신성 고혈압은 산모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간증은 소규모이지만 산모 연령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가전증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Yang et al. 

[1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전자간증이 발생할 교차비는 직업이 없는 

산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직업이 있는 산모에서 4.77로 높게 나타났

다. 이번 연구에서 산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 전자간증 교차비가 높아

진 것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전가전증의 위험인자 보고된 연구와도 

일치하였다[15]. 다만 Ahn [16]은 하루 4-6시간 집에서 침상안정을 하

는 경우 전자간증의 발생을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자간증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의 일관된 결과를 위해 추후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모 합병증은 29세 이하,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순으로 산모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 

합병증이 발생할 교차비는 산모 연령 2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1.37,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1.91, 40세 

이상에서 2.33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성 당뇨는 췌장 β 세포 기능과 인슐린 감수성의 저하 때문에 나

이가 증가할수록 발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n [17]은 35세 이상 

산모에서 임신성 당뇨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

신성 당뇨는 산모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성 당

뇨가 발생할 교차비는 산모 연령 2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1.90,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2.70, 40세 이상에

서 3.34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성 당뇨가 발생할 교차비는 보조생식술

을 시행하지 않은 산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산

모에서 3.23으로 높게 나타났다. Kwon [13]은 보조생식술에 의한 단태

임신은 자연임신보다 임신 중 고혈압 질환의 발생빈도는 1.5-2.7배, 임

신성 당뇨의 빈도는 1.48배 증가한다고 한 것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제왕절개 분만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eo et al. [14], Lee et al. [18]의 선행 연구에

서 고령 산모는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 연구 결과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산모의 연

령이 증가할수록 자연분만 시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모와 태아의 이환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고령 산모에서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의사

들의 경향으로 자연분만 시도보다 선택적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존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ark [7]은 40세 이상의 고령 출산에서 조산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고 하였으며 Kim [19]과 Lim and Park [20]은 산모 연령이 높아지면 출

산 결과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이런 나쁜 출산의 결과로

는 조산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37주 미만의 조산은 산모

의 연령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산

이 발생할 교차비는 산모 연령 2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0세 

이상에서 0.30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직업이 없는 산모를 기준으로 하

였을 때 직업이 있는 산모에서 조산이 발생할 교차비가 1.70로 높게 나

타났다. Kim and Lim [21]과 Jang [22]은 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정상

인 경우에 비해 경증의 경우 조산 발생의 위험이 2.40배, 중등도 이상

일 경우 11.07배 높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모의 직업 유무와 

스트레스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앞서 살펴본 직업이 있는 산모의 전자간증과 조산이 발생할 교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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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것에 대해서도 이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좀 더 면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기존 연구는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 초산모인 35세 이상인 산모를 연구군으로 분석하였으나[8] 

본 연구의 의의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초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 결

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산모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산모 연령과 임신결과와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 산모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산모 

관리와 신생아 예후에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

모 연령과 임신결과와의 관련성은 유의하였다. 그러나 산모 연령이 증

가할수록 생물학적 노화라는 신체 결함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건강 수

준 향상이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Kim et al. [8]의 연

구에서도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인한 산

전 관리 향상, 산모와 의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산모 연령과 임

신결과의 예후[9]는 전체적으로 낙관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설립 이념과 진료 행

태는 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편견을 가지게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위험도가 높은 산모의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됨에 따라 2차 의

료기관의 연구 대상자는 산모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편견을 가지게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산모의 연령

에 따른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분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임신 중 체중 증가, 결혼 시

기, 소득수준, 구체적인 직업 분류, 교육수준의 세분화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

구에서는 고령 산모에 대한 임상적 예후를 밝혀왔으나 본 연구의 의의

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초산모의 연령에 따라 연구하였다는 점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여 산모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초산모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토대로 임신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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