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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연령에 따른 출생아의 출생 결과: 1997-98, 201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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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compare the secular trend of preterm birth (PTB) rate, low birth weight (LBW) rate and multiple birth rate by maternal age at birth.  
Methods: We used 1997-98 (1,872,720 births) and 2014-15 (1,280,348 births) birth certificate data of Korea excluding extra-marital birth cases.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investigate the secular trend (1997-98 and 2014-15) of 
maternal age specific PTB rate, LBW rate and multiple birth rate (ie three indicators) adjusted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sults: Between 1997-
98 and 2014-15, the birth rate of women aged 25-29 years decreased from 54.8 percent to 22.0 percent. The rate of maternal age at birth increased 2.2 
times in aged 30-34 years, 3.9 times in aged 35-39 years, and 4.3 times in aged 40-44 years. The mean age at birth increased from 27.9 ± 3.8 years to 
31.7 ± 4.1, mean gestational age decreased from 39.4 ± 1.4 weeks to 38.6 ± 1.6 weeks, and mean birth weight was 3.27 ± 0.45 kg and 3.21 ± 0.46 kg, 
respectively. The rate of three indicators during the period increased from 3.3 percent to 6.7 percent in PTB rate, from 3.3 percent to 5.6 percent in LBW 
rate, and from 1.4 percent to 3.6 in multiple birth rate. After adjustment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odds ratio of three indicators in birth year 
of 2014-15 were 2.21 (95% confidence interval: 2.16-2.26) for multiple birth, 1.73 (1.70-1.75) for PTB, and 1.36 (1.34-1.38) for LBW, compared with 1997-
98. If maternal age distribution in 2014-15 was similar to that in 1997-98, the rates of three indicators would be 11.9 percent lower in preterm birth (5.9% 
compared with 6.7%), 12.5 percent lower in low birth weight (4.9% vs. 5.6%), and 25.0 percent in multiple birth (2.7% vs. 3.6%). During the period, the 
ratio of fluctuation (maximum rate/minimum rate) in three indicators decreased from 2.7 to 1.8 in PTB and from 2.2 to 1.7 in LBW, and increased from 2.3 
to 5.5 in multiple birth. Between 1997-98 and 2014-15, the highest increment of three indicators by maternal age was women aged 20-24 years for PTB 
(OR: 2.06), aged 20-24 years for LBW (1.56), and women aged 30-34 years for multiple birth (2.44). The lower increment of three indicators was observed 
in terms of maternal age at 35 years and older. Conclusions: Advanced maternal age in women was associated with the risk factors for an adverse child’s 
birth outcomes (PTB, LBW and multiple birth). The risk of increment of PTB and LBW during the period was higher in women age 20-29 years than that of 
aged 35 years and older. Well designed intervention programme on prenatal car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aged women, and is the ways to reduce 
adverse child’s birt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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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신기간과 출생체중은 출생아의 예후와 관련된 생존력을 예견하

는 주요한 지표이다. 임신기간, 출생체중과 다태 임신은 하나의 독립된 

현상보다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임신기간과 출생체중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태아수와는 역의 상관을 가진다. 다태 임신은 임

신 37주 미만 조기분만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며[1], 후기조기분만 위

험도가 20.7배 높고[2], 주산기의 이환 및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다[3]. 

우리나라의 조기분만율과 출생체중 2.5 kg 미만 저체중아 출생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저체중아 출생률(1995-2005

년)은 단태아는 2.54%에서 3.18%, 다태아는 0.48%에서 1.10%로 증가되

었고[4], 조기분만율(1997-2014년)에서 단태아는 2.89%에서 4.66%, 다

태아는 32.37%에서 56.72%로 보고되었다[5]. 그리고 다태아 출생률은 

1997년 1.50%에서 2013년 3.27%로 증가하였다[6]. 우리나라의 경우 단

태아보다 다태아에서 조기분만율과 저체중아 출생률의 증가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불리한 임신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성 요인 중 고령 임신은 임신성 

당뇨, 고혈압, 산전출혈, 다태 임신, 조기진통 등을 수반한다[7]. 임신 연

령의 증가와 모성, 주산기의 불리한 예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8,9], 

임신 연령과 조기분만 및 부당경량아의 연관성은 체계적 분석(system-

atic review)에서 입증된 바 있고[10], 또한 고령 임신은 다태아 출생률

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11,12].

조기분만, 저체중아, 다태아 출생률의 시계열적인 변화는 출산 연령

별 출생과 출산 연령 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1997-

2014년)의 출산 연령 35세 이상 점유율은 5.7%에서 20.7%로 3.6배 증가

하였으며[5], 고령 출산의 증가는 만혼 현상에 기인하며, 여성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25.3세, 2014년 29.8세로 보고되었다[13]. 이외

에도 피임효율 증대, 개선된 보조생식술, 교육, 경제활동, 재혼율의 증

가 등에 기인 한다[14-16]. 우리나라 난임 부부 체외수정 정부지원 사업

은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정부지원에 의한 출생아 수는 2008년 

4,535명, 2013년 14,346명으로 보고되었다[17]. 이와 같이 출산 연령의 

구조의 변화에 따른 출산 연령의 고령화 현상, 보조생식술의 확산 등

으로 인한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와 함께 조기분만율 및 저체중아 출

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98년부터 2014-15년까지 우리나라 출생통계 자

료를 이용하여 출산 연령에 따른 조기분만율, 저체중아 출생률, 다태

아 출생률을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리고 출산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른 3개 지표의 발생률 변화 양상과 

두 구간의 발생률의 증가 속도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가 우리나라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자료에 활용한 인구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

이터 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18]에서 획득하였다. 

제공되는 출생통계는 1977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이 중 1997-98년, 

2014-15년 출생통계 원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재가공하였다. 자료 제공

범위는 인구통계연보의 기본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출생 신고일(년

월일), 출생 지역(시군구), 성별, 혼인중(외)자, 출생 시기(년월), 출생 장

소(의료기관, 가정, 기타), 결혼 시기(년월), 임신기간(주), 태아수(단태, 

다태), 다태아 출산순위, 출생체중(kg, 소수점 2자리), 모의 총 출생아

수 및 생존아수, 부모(연령, 교육, 직업), 동거기간 등을 포함한다.

연구대상

연도별 출생건수는 1997년 668,344건 1998년 634,790건, 2014년 

435,435건, 2015년 438,420건이었으며, 출생연도를 1997-98년 1,303,134

건과 2014-15년 873,855건 2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출생통계 자료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분류 미상(태아수, 임신기간, 출생체중, 모의 연령, 

혼인상태)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혼인상

태에서는 미신고 항목의 경우와 혼외 출생은 출생신고 내용의 완전성 

및 정확도를 고려하여 해당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연도 구

간별로 혼외 출생(1997-98년: 8,624건, 2014-15년: 16,611건), 혼인상태 미

상(0건, 929건)을 제외한 결과 1997-98년 1,294,510건, 2014-15년 

856,31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자료 중에서 임신기간 미상(688건, 

414건), 태아수 미상(18건, 34건), 모 연령 미상(48건, 53건), 출생체중 미

상(695건, 414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외(중복 제외 포함)한 결과 

1997-98년 1,293,108건, 2014-15년 855,334건이 최종적으로 집계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조기분만(임신 37주 미만: preterm birth), 저체중아(2.5 kg 

미만: low birth weight), 다태아 출생률의 변화 추이를 1997-98년, 2014-

15년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출산 연령에 따른 조기분만, 저체중아, 다

태아 출생률의 증감 추이와 각 구간별 5세 계급별 출산 연령에 따른 3

개 지표의 발생 위험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구간의 조기분만율, 저

체중아 출생률, 다태아 출생률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출산 연령 분포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3개 지표의 출생률을 보정하기 위하여 2014-

15년 출산 연령 구조를 1997-98년 출산 연령 구조와 동일하게 하는 연

령 표준화 출생률(age standardized birth rate)을 산출하여 각 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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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을 비교해 봄으로써 출산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기여도를 분석

하였다. 

출산 연령별, 연도 구간별 조기분만, 저체중아, 다태아의 발생 위험

도 추정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위해 인구동

태통계연보[19]의 기본 분석내용을 고려한 출산 연령, 출생아 성, 모의 

학력, 직업, 출생순위, 부부의 연령 차이, 태아수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

출하였다. 종속 변수로 조기분만아, 저체중아, 다태아는 ‘1’, 나머지는 

‘0’으로 이분화 무의미 코딩(two categories dummy coding)을 하였다. 

그 외 다른 독립 변수로는 출생아의 성별(여= 0, 남=1), 출산 연령(15세,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부부 연령차(연상=1, 동갑=2, 연하

=3), 교육수준(무학= 0, 초등졸= 6, 중졸= 9, 고졸=12, 대졸(전문대 포

함) =16), 직업(유=1, 무= 0), 출생 순위(1아=1, 2아=2, 3아 이상=3), 태

아수(단태아= 0, 다태아=1)를 포함하였다. 

1997-98년에 비해 2014-15년 조기분만, 저체중아, 다태아 발생 위험

도를 비교하기 위해 1997-98년 3개 지표의 발생률을 기준군(reference)

으로 하고 출산 연령(15-45세), 부부의 연령차, 학력, 직업, 출생 순위, 

출생아 성, 태아수 등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여 교차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출산 연령별(19세 이하-45세 이상) 조기분만, 저체중아, 다태아 

발생 교차비를 산출하기위해 1997-98년 출산 연령별 발생률을 기준군

으로 하고, 2014-15년 3개 지표의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부부의 연령차, 학력, 직업, 출생 순위, 출생아 성, 태아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생통계 원시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출산 연령 분포에서 1997-98년 25-29세 점유율은 54.8%에서 2014-15

년 22.0%로 1/3 감소하였고, 30-34세는 각각 22.8%에서 50.5% 2.2배, 

35-39세는 5.1%에서 20.0%로 3.9배, 40-44세는 4.3배, 45세 이상은 1.8배 

증가하였다. 평균 출산 연령은 1997-98년 27.9 ± 3.8세에서 2014-15년 

31.7± 4.1세로 증가하였다(Table 1). 임신기간에서는 조기분만율은 증가

하였고, 만삭분만율(37-41주) 및 과숙분만율(42주 이상)은 감소하였으

며, 평균 임신기간은 39.4 ±1.4주에서 38.6 ±1.6주로 단축되었다. 저체중

아의 출생률은 증가하였으며 평균 출생체중은 3.27± 0.45 kg에서 3.21

± 0.46 kg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3개 지표의 출생률에서 출산 연령 20-24세, 25-29세에서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출생률이 가장 낮았고,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

분만율 및 저체중아 출생률이 증가하였고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다태아 출생률도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 하였으며 35-39세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그리고 3개 지표에 대한 변동성(출생

률의 최대값에 대한 최소값의 비)은 조기분만의 경우 1997-98년 2.7에

서 2014-15년 1.8로 감소하였고, 저체중아도 2.2에서 1.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태아에서는 2.3에서 5.5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2014-15년 출

산 연령 구조를 1997-98년과 동일하게 변환한 연령 표준화 출생률에서 

2014-15년 조기분만율은 5.9%로 실제 값(6.7%)보다 0.8% 포인트 낮게 

추정되었고, 저체중아 출생률은 0.7% 포인트, 다태아 출생률은 실제 값

보다 0.9% 포인트 낮았다. 이러한 감소 폭 만큼 2014-15년 고령 출산 연

령 구조가 3개 지표의 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간별 3개 지표의 출생률에서 조기분만율은 3.3%에서 6.7%, 저체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ild's birth outcome in 
1997-98 and 2014-15 birth certificate data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 year

1997-98 
(n=1,293,108)

2014-15 
(n=855,334)

Maternal age (y)1

≤19 0.8 0.3
20-24 15.8 4.6
25-29 54.8 22.0
30-34 22.8 50.5
35-39 5.1 20.0
40-44 0.6 2.6
≥45 - 0.1

Maternal education
≤Middle 6.1 1.9
High 63.0 22.1
≥College 30.9 76.0

Maternal occupation
Yes 13.5 38.2
None 86.5 61.8

Paternal age (y)
≤19 0.2 0.1
20-24 3.6 1.5
25-29 35.0 10.6
30-34 43.9 44.3
35-39 14.6 31.8
40-44 2.4 9.8
≥45 0.4 2.1

Infantile gender
Male 52.2 51.3
Female 47.8 48.7

Birth order
1st 48.4 51.8
2nd 41.8 38.4
≥3rd 9.7 9.8

-: Less than 0.05.
1Mean maternal age at birth (27.9±3.8 years in 1997-98; 31.7±4.1 years in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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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 출생률은 3.3%에서 5.6%, 다태아 출생률은 1.4%에서 3.6%로 증가

하였으며, 통제 변수(출산 연령, 학력, 직업, 부부의 연령차, 출생순위, 

출생아 성, 태아수)를 이용한 3개 지표의 2014-15년 출생률의 증가 교

차비는 다태아의 경우 2.21 (95% CI: 2.16-2.26)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조기분만(1.73: 1.70-1.75, OR: 95% CI), 저체중아(1.36: 1.34-1.38) 순이었

다(Table 4). 1997-98년 대비 2014-15년 3개 지표의 출생률의 증가 속도

에서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의 경우 출산 연령 20-24세에서 교차비가 

각각 2.06, 1.56으로 가장 컸으며,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는 

감소하였다(Table 5). 반면 다태아 출생률은 30-34세에서 교차비가 

2.44로 가장 컸고, 30-34세 기준으로 연령이 감소하거나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는 감소하였다. 두 구간 사이 3개 지표의 증가 속도에서는 20대

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크고,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교차비는 

감소하였다. 반면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 교차비는 30-34세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stribution of gestational age, birth weight and birth type by 
birth year 

Child's birth outcome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 year

1997-98 
(n=1,293,108)

2014-15 
(n=855,334)

Gestational age (wk)1

≤36 3.3 6.7
37-41 94.5 93.2
≥42 2.2 0.1

Birth weight (kg)2

≤2.4 3.3 5.6
2.5-3.9 90.8 91.2
≥4.0 5.9 3.2

Birth type
Singleton 98.6 96.4
Multiple 1.4 3.6

1Mean gestational age (39.4 ±1.4 weeks in 1997-98; 38.6 ±1.6 weeks in 
2014-15).
2Mean birth weight (3.27±0.45 kg in 1997-98; 3.21±0.46 kg in 2014-15).

Table 5. Maternal age specific risk of preterm birth, low birth weight, and 
multiple birth in birth year of 2014-15 relative to birth year of 1997-98 

Maternal   
   age 

OR1 of preterm 
birth (95% CI)1

OR1 of low birth 
weight (95% CI)2

OR1 of multiple 
birth (95% CI)3

≤19 1.70 (1.40-2.05)** 1.42 (1.17-1.73)** 0.88 (0.55-1.42)

20-24 2.06 (1.95-2.17)** 1.56 (1.47-1.65)** 1.12 (1.10-1.33)**

25-29 1.91 (1.86-1.96)** 1.43 (1.39-1.42)** 1.88 (1.81-1.96)**

30-34 1.57 (1.53-1.62)** 1.26 (1.23-1.30)** 2.44 (2.36-2.53)**

35-39 1.40 (1.34-1.46)** 1.15 (1.09-2.20)** 1.95 (1.84-2.07)**

≥40 1.36 (1.22-1.51)** 1.17 (1.04-1.32)** 1.65 (1.37-2.0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Reference (maternal age specific preterm birth rate, low birth weight rate, 
multiple birth rate of 1997-98). 
2Adjusted by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birth order, educational ca-
reer, maternal occupation, infantile gender, and type of birth (see table 4).
3Adjusted by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birth order, educational ca-
reer, and maternal occupation (see table 4).
**p <0.01. 

Table 3. Preterm birth, low birth weight and multiple birth rate by maternal age and birth year      

Maternal age
Number of birth Preterm birth rate (≤36 weeks) Low birth weight rate (≤2.4 kg) Multiple birth rate 

1997-98 2014-15 1997-98 2014-15 1997-98 2014-15 1997-98 2014-15

≤19 10,762 2,520 4.0 6.5 4.5 6.1 1.2 0.9
20-24 204,616 39,108 2.8 5.6 3.1 4.8 1.1 1.6
25-29 708,632 187,826 2.9 5.5 3.0 4.5 1.3 2.3
30-34 295,215 432,233 4.0 6.5 3.8 5.5 1.9 3.8
35-39 65,753 170,682 5.8 8.3 5.4 6.9 2.5 5.0
≥40 8,130 22,965 7.6 9.5 6.7 7.8 1.9 3.6
Total 1,293,108 855,334 3.3 6.7 3.3 5.6 1.4 3.6
ASBR1 - 5.9 - 4.9 - 2.7

1ASBR (age standardized birth rate): the age distribution of women giving birth in 2014-15 was similar to that in 1997-98, five-year age group.  

Table 4. Risk of preterm birth, low birth weight, and multiple birth in birth 
year of 2014-15 relative to birth year of 1997-98 

Child's birth outcome
Birth rate (%)

OR (95% CI)
1997-981 2014-15

Preterm birth rate2 3.3 6.7 1.73 (1.70-1.75)**

Low birth weight rate2 3.3 5.6 1.36 (1.34-1.38)**

Multiple birth rate3 1.4 3.6 2.21 (2.16-2.2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Reference (preterm birth rate, low birth weight rate, and multiple birth 
rate of 1997-98).
2Logistic regression was adjusted by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45),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husband older than wife=1, same 
age =2, wife older than husband =3), birth order (1st =1, 2nd =2, 
≥3rd=3), educational career (uneducation=0, elementary=6, middle=9, 
high =12, college & university =16), maternal occupation (yes =1, 
none=0), infantile gender (male=1, female=0), and type of birth (single-
ton=0, multiple=1).
3Adjusted by maternal age,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birth order, 
educational career, and maternal occupation.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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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 35세 이상 출산 점유율은 1997-98년 5.8%에서 2014-15

년 22.6%로 약 3.9배 증가하였고, 평균 출산 연령은 3.8세 증가하였으며, 

이는 20대의 급격한 감소와 30세 이상 점유율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미국(2000-14년) 초산부 출산 연령 증가의 기여 인자는 20대 이하 

출산 점유율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본 연구에서 출산 연

령 구조를 1997-98년과 동일하게 표준화된 2014-15년 조기분만율은 실

제 값보다 11.9%, 저체중아 출생률은 12.5%, 다태아 출생률은 25.0% 낮

게 추정되었다. 미국의 2000-09년 출산 연령 구조를 1980년과 동일하게 

변환한 쌍태아 출생률은 실제 값보다 14% 낮게 추정된 바 있다[21]. 우

리나라(1997-2011년)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출산 연령 

30-34세 73.2%, 35-69세는 35.5%이고, 29세 이하는 음(-)의 기여도를 보

였고[6], 조기분만율(1997-2014년)에서 출산 연령 29세 이하는 음의 기

여도, 30세 이상은 양(+)의 기여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2]. 

캐나다 앨버타지역(1990-96년)에서 출산 연령 35세 이상 점유율이 

8.4%에서 12.6% 증가하였는데 출산 연령 고령화가 저체중아 출생률의 

증가율(11%)에 기여 정도는 78%, 조기분만율 증가율(14%)에는 36%, 다

태아 출생률 증가율(15%)에 대한 기여도는 쌍태아 15%, 삼태아는 69%

로 보고되었다[23]. 선행 연구를 종합 해 보면 고령 출산 연령 구조가 3

개 지표의 출생률 증가에 많은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평균 임신기간은 0.8주, 평균 출생체중은 0.06 kg 감소

하였다. 우리나라(1997-2013)의 임신기간의 단축 폭은 단태아(0.7주)보

다 다태아(1.2주)에서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다태 임신은 조기

분만 증가에 대한 기여 효과가 가장 크며[1,25], 유럽연합 17개 국가 중 

약 1/2은 조기분만의 20%가 다태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6]. 본 연구에서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단태아 및 다태아 점

유율(Table 2), 조기분만율과 저체중아 출생률(Table 4)을 이용하여 두 

구간의 조기분만율 증가치(3.4% 포인트), 저체중아 출생률 증가치(2.3% 

포인트)에 대한 증가 기여도에서 조기분만율은 48%, 저체중아 출생률

은 60.9%가 다태아 출생과 연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는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출생률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평균 출생체중과 평균 임신기간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두 구간 사이 조기분만율은 3.3%에서 6.7% (교차비: 

1.73), 저체중아 출생률은 3.3%에서 5.6% (1.36), 다태아 출생률은 1.4%

에서 3.6% (2.21)로 증가하였으며, 출생률의 증가 폭은 다태아에서 크

게 나타났다.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 속도가 클수록 조기분만 및 저체

중아 발생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1997-2014년) 조기분만율 증가 교

차비는 단태아(1.569)보다 다태아(2.714)에서 더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 두 구간의 출산 연령별 3개 지표의 출생률 변동성

(최댓값/최솟값)은 조기분만의 경우 2.7에서 1.8, 저체중아는 2.2에서 

1.7로 감소하였고, 다태아는 2.3에서 5.5로 증가하였다. 조기분만 및 저

체중의 경우 출산 연령 그룹 간의 발생률의 변동이 줄어들고, 반면 다

태아에서는 연령 그룹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Table 3의 2014-15년 출산 연령별 3개 지표의 

출생률을 이용하여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표준편차/평균×

100)를 산출해 보면 조기분만 22.8%, 저체중아 22.2%, 다태아 53.5%로 

다태아에서 연령별 출생률의 산포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출산 연령의 증가는 불리한 임신결과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며, 일정 

연령 기준을 넘어서면 발생하는 임계치 효과 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현상이다[7]. 조기분만율의 연령별(15세 미만부터 45세 이상) 분

포 모양은 ‘U’ 자형을 나타내며[27], 출산 연령(1세 단위)별 조기분만율 

및 저체중아 출생률은 27세에 가장 낮고, 이 연령 기준점으로 14세 이

하와 43-44세에서 최고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본 연구에

서 다태아 출생률은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 하였으며, 35-39

세에서 가장 높았다.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출생률은 출산 연령 20-24

세, 25-29세에서 가장 낮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생률이 증가하고, 

40세 이상에서 정점에 이르며, 출산 연령 10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

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두 구간의 3개 지표의 출생률 증가 속도는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의 경우 출산 연령 20-24세에서 교차비가 각각 2.06, 1.56으로 

가장 크고,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는 감소하였다. 우리나

라(1997-2013년) 초산부(단태아)의 조기분만율 증가 폭은 20-24세에서 

가장 크고, 연령이 증가하면 상승 폭이 감소하며 40세 이상에서는 증

가 교차비가 1.10에 불과하며[29], 덴마크와 캐나다(1981-2008년)의 단

태아 조기분만율에서 20-29세는 증가, 35세 이상은 감소 또는 정체 수

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0]. 본 연구에서 다태아 출생률은 30-34세에

서 교차비가 2.44로 가장 크고, 35-39세는 1.95, 40세 이상은 1.65로 조

기분만, 저체중아 출생률의 증가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계열적

인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 속도는 고령 출산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24,31].

본 연구에서 3개 지표의 출생률의 발생 위험도는 출산 연령 35세 이

상에서 높았으며, 출생률의 증가 속도에서는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는 

20대, 다태아는 35-39세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출산 연령은 

26-30세로 보고된 바 있는데[28], 2014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

령[13]이 29.8세임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산 연령 20대의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발생 위험도 자체는 고령 출산에 비해 낮으나 

증가 속도는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이들 연령에 대한 적절한 산

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20대에서 조기분만 및 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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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 출생률의 상승 속도가 큰 현상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

해서는 출생통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는 분석이 불가능 하였으며, 이 

부분에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출산 

연령의 고령화, 정부 지원 보조생식술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다태아 출

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조기분만 및 저체중

아 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태아 출생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결   론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 1997-1998년(1,293,108건), 2014-2015년(855,334

건)의 출생신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구간별, 출산 연령별 조기분만, 

저체중아 및 다태아 출생률의 발생 추이를 비교하였고, 출산 연령별 3

개 지표의 발생률의 증가 속도를 추정하기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5-29세 출산 점유율은 1997-98년 54.8%에서 2014-15년 22.0%로 감

소하였고, 반면 30-34세는 2.2배, 35-39세 3.9배, 40-44세 4.3배, 45세 이

상은 1.8배 증가하였다. 평균 출산 연령은 1997-98년 27.9 ± 3.8세에서 

2014-15년 31.7± 4.1세로 증가하였고, 평균 임신기간은 39.4 ±1.4주에서 

38.6 ±1.6주, 평균 출생체중은 3.27± 0.45 kg에서 3.21± 0.46 kg으로 감소

하였다. 두 구간 사이 조기분만율은 3.3%에서 6.7%, 저체중아 출생률

은 3.3%에서 5.6%, 다태아 출생률은 1.4%에서 3.6%로 증가하였고, 통제 

변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3개 지표의 증가 교차비는 다

태아의 경우 2.21 (95% CI: 2.16-2.26), 조기분만 1.73 (1.70-1.75), 저체중

아 1.36 (1.34-1.38)으로 나타났다. 2014-15년 출산 연령 구조를 1997-98

년과 동일하게 변환한 연령 표준화 조기분만율은 실제보다 11.9%, 저

체중아 출생률은 12.5%, 다태아 출생률은 25.0% 낮게 추정되었다. 3개 

지표의 출생률은 두 구간 모두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기복

은 있으나 출생률이 증가하였다. 이들 지표의 변동성(최댓값/최솟값의 

비)에서 조기분만은 2.7에서 1.8, 저체중아는 2.2에서 1.7로 감소하였고, 

다태아는 2.3에서 5.5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두 구간 사이 3개 지표

의 출생률의 증가 속도에서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는 출산 연령 20-24

세에서 교차비가 2.06, 1.56으로 가장 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 교차비는 감소하였다. 다태아는 30-34세에서 증가 교차비가 2.44로 

가장 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비는 감소하였다. 3대 지표의 출

생률에 있어서 출산 연령 30세 이상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두 구간의 출생률의 증가 

속도에서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출생률은 출산 연령 30대 이상보다 10

대, 20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출산 연령에 따른 적합한 산전 관리 중

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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