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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결혼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 그리고 다

문화 가정의 자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초 ·중 ·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08년 2.0만 명에서 2017년 10.9만 명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

년 기준으로 1.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1]. 또한 전체 출생아 수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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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compared the risk of preterm birth and low birth weight between native-born and foreign-born women. Methods: By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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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y was measured by month and multiple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Preterm birth ( < 37 weeks) and low birth 
weight ( < 2.5 kg) were used for outcome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ith Stata. Results: Th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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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foreign-born women were more likely to have pereterm birth or low birth weight than the native-born in the early stage of marriage but native-
born women had higher risks than the foreign-born in the middle and later stage of marriage. For the second infant, foreign-born women were less likely 
to have pereterm birth or low birth weight than the native-born regardless of the duration of marriage.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
strates that the risk of preterm birth and low birth weight for foreign-born women is concentrated on the early stage of marriage. Institutional and cul-
tural supports should be given to foreign-born women to help their early settlement in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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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8%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2].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행위

와 결과가 국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출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혼인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의 임신이나 출산결과 등

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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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출산결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주자

의 출산결과에 대한 예측은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문화나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

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

번하다. 임신 중에는 서툰 의사소통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

한 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초산부의 경우 임신

과 분만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는 좋지 

못한 출산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특히 인종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주자들의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시아 출신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6].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내

국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에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7,8]. 영

국과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도 출산결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생물학적 차이 이외에도 부족한 산전관리 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또한 부부가 모두 흑인인 커플

의 출산결과가 가장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10]. 즉, 그들이 

지닌 소수자로서의 지위나 자원의 부족, 그리고 이주 초기의 적응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내국인 여성에 비해 좋지 못한 출산결과를 가

져 오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조산아나 저체중아 같

은 미숙아 출산의 위험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관점을 소수

자 지위 가설로 볼 수 있다. 국내로 혼인이주한 대부분의 외국인 아내

들은 결혼 후 2-3년 이내에 첫째 자녀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볼 

때, 결혼 초기에 이러한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와는 달리 이주를 택한 여성들은 본국의 여성보다 건강할 

것이며, 이로 인해 출산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즉, 이민자들은 모국의 비이민자나 도착지의 평균적인 건강상태보다

도 건강한 경향을 지닌다는 건강한 이주자 효과(healthy migrants ef-

fect)가 출산결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역학역설(epidemio-

logical paradox)이라고 불리운다. 역학역설을 지지하는 분석들이 다수

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조산아나 저체중아 출산결과를 살펴본 많은 연

구에서 이주자들의 출산결과가 해당 국가의 여성보다 좋은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등의 다양한 국

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11-18].

외국인 여성의 출산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도 출산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외국인 여성들이 결

혼과 임신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적응 부족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

려움 등이 출산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21]. 

또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산전 관리 경험 비율이 국내 

여성에 비해 낮거나 초진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2-24]. 반면 내국인 여성과의 비교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은 출산결과를 보인 연구도 존재

한다[25]. 그러나 이 연구들은 표본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특정 연

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의해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수자료를 활용한 Choi [26]의 연

구에서는 3개 연도를 취합하여 출산순위별로 저체중 위험률을 살펴

봤다. 분석결과, 첫째 자녀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둘

째 자녀에서는 외국인 가족의 출산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역학

역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주여성

의 출산결과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미숙아, 과숙

아, 거대아 출산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 종속변수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 출신국별로 나누어 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지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아

내의 결혼-임신 기간을 고려하지 않거나 출산순위별로 나누어서 살펴

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결혼에서 임신까지의 

기간에 따라 외국인 여성의 출산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저체중아와 조산아를 같이 살펴봄으

로써, 출산결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에 사용된 자료의 시간적 범위를 현재 가용한 2010-2016년으로 확대

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내국인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적응 정도나 결혼 기간에 따라 출산

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여 출산순위를 구분하여 첫째아와 둘

째아를 살펴보았다. 이주 초기의 산전관리는 물론이고 임신 기간 동안

에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서 좋지 않은 출산결과가 나타날 가

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되고, 문화적 이질성

이나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결과 역시 좋아질 개연성을 가진

다. 또한 출산 경험도 추가 자녀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

산순위가 늘어남에 따라 출산결과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결혼 초기 첫째아 출산에서는 소수자로서의 지위, 준비 부족, 적

응 문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여성에 비해 좋지 않은 출산결과가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둘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결과와 달

리 건강한 이주자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의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 위험률을 낮추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저체중아와 조산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영아사망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28]. 혼인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이 자원의 부재나 적응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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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체중아나 조산아를 출산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의료

적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신

고한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

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외국인 여성의 결혼-임신 기간에 따른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의 차이가 내국인 여성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한다.

셋째,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결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출산결과의 분석을 위해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출

생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출생통계자료는 출생신고된 전수자료를 집

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에

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29]. 본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 결혼-임신 기간에 따라 외국인 여

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아

울러 출산순위에 따라 출산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30]. 본 연구에서도 출산순위에 따라 적응 정도와 가용한 

정보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어 첫째아와 둘째아를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출산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단태아인 경우만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인구동태

통계 중 출생통계를 사용했으며, 부와 모의 국적구분이 가용한 2010년 

이후에서 2016년까지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출생통계는 개개인의 

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일자, 출생지, 성별, 체중, 임신주수, 단

태아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2010-2016년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했으며, 한

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집단을 구분하였

다. 즉,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한 집단이고 다른 범주에

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 자료에는 

내국인 여성 2,564,703명, 외국인 여성 94,117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

고 출생통계는 해당 연도의 모든 출생아를 포함하고 있는 전수자료이

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도에 의미를 두고 해석할 필요성을 지니지 않는

다. 즉,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연구 도구 

조산아 및 저체중아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 중 하나로 사용한 조산아(preterm infant) 여

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재태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37주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31]. 즉, 임신 후 37주 이전에 태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

당된다. 저체중아는 수정 이후 분만까지 정상적인 성장이 중단 또는 

지연된 결과로 재태기간과 관계없이 출생 시의 체중이 2.5 kg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32]. 

결혼-임신 기간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결혼날짜와 출생날짜, 그리고 임신주수를 활

용하여 만든 변수로 결혼 이후 임신을 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적응 정도를 살펴보는 변수로 사용했으

며, 결혼-임신 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의 출

산결과에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 상호작용항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

그 외의 사회경제적인 변수로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의 직

업을 통해 구성한 사회계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와 모의 연령은 연

속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확

인하기 위해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사회계층은 본 연구의 

자료가 개인별 임금수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종

에 따른 평균 임금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계층을 정의하거나 구분하

는데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되는데, 많이 활용되는 요인이 소득능력의 

개념이다[30]. 직종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교차분석 등을 통해 의미 

있게 구별되는 2개 집단을 확인하고 중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농림어업종사자, 장치기계조립종사자, 단순노무자, 무직인 경우 등이 

하층으로 분류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상·중 ·하로 3개 집단의 차이

를 확인하였으며 상층과 중간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최종 2개 

집단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

출생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통계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출

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집계된 자료이다. 출생통계자

료는 개인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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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marginsplot을 추가로 제

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Stata 13.0 (StataCorp LLC, College Sta-

tion, TX,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출산결과와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내국인 여성 256만여 명과 외국인 여성 9.4

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두 집단으로 나누어 주요 변수들의 분포 및 평

균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부의 연령을 보면, 어머니가 내국인 여성

인 경우에는 30-34세가 47.6%로 가장 높고, 35-39세 29.9%, 25-29세 

13.4%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이 

51.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35-39세 29.5%, 30-34세 14.8%인 것으로 

집계되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남편의 평균 연령이 월등하게 높은 것

에서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

게 자료를 추출하여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30].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기관윤리생명위원회로부터 면제 결정을 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대상의 기초 통계값은 비율과 평균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외국

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위험률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

수를 조산아(1)/정상아(0)와 저체중아(1)/정상체중아(0)로 구분하여 각

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모형 1에서는 국적과 

결혼기간을 포함하여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 등이 포함되었으며, 결

혼기간과 국적의 결합에 따라 출산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

기 위해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아울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의 결혼-임신 기간에 따른 두 집단의 조산아/저체중아 출산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foreign-born and native-born women in Korea

Variables
Native-born (n=2,564,703) Foreign-born (n=94,117) Total (n=2,658,820)

n %/SD n %/SD n %/SD

Age of father
   ≤24 38,673 1.5 286 0.3 38,959 1.5
   25-29 344,706 13.4 3,307 3.5 348,013 13.1
   30-34 1,221,157 47.6 13,969 14.8 1,235,126 46.5
   35-39 767,222 29.9 27,756 29.5 794,978 29.9
   ≥40 192,945 7.5 48,799 51.9 241,744 9.1
Age of mother
   ≤24 109,422 4.3 36,125 38.4 145,547 5.5
   25-29 680,053 26.5 29,701 31.6 709,754 26.7
   30-34 1,307,259 51.0 19,590 20.8 1,326,849 49.9
   35-39 419,745 16.4 7,271 7.7 427,016 16.1
   ≥40 48,224 1.9 1,430 1.5 49,654 1.9
Education of father
   ≤Middle school 26,362 1.0 9,490 10.1 35,852 1.4
   High school 585,967 22.9 48,683 51.7 634,650 23.9
   University 1,707,186 66.6 32,707 34.8 1,739,893 65.4
   ≥Graduate school 245,188 9.6 3,237 3.4 248,425 9.3
Education of mother
   ≤Middle school 19,659 0.8 22,441 23.8 42,100 1.6
   High school 579,108 22.6 41,492 44.1 620,600 23.3
   University 1,777,618 69.3 26,561 28.2 1,804,179 67.9
   ≥Graduate school 188,318 7.3 3,623 3.9 191,941 7.2
Social class
   Upper middle 2,264,412 88.3 63,797 67.8 2,328,209 87.5
   Lower 300,291 11.7 30,320 32.2 330,611 12.4
Birth order
   First 1,459,673 56.9 62,826 66.8 1,522,499 57.3
   Second 1,105,030 43.1 31,291 33.3 1,136,321 42.7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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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모의 연령은 부의 연령과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다. 내

국인 여성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0%가 30-34세에 포함되어 있

고, 다음으로 25-29세, 35-39세 등의 순서이다. 외국인 여성은 전체의 

70.0%가 20대에 해당되며, 이 중 24세 이하인 경우도 38.4%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외국인 여성의 연령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와 모의 교육수준 역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내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편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모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전체의 76.2%가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

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반면,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67.9%가 고등학

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가 지닌 교육수준은 

이들이 지닌 사회경제적 지위나 배경을 대변해주는 변수로 출산결과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의 직업을 활용해 구한 사회계층에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은 하층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의 30%를 

상회하는 반면, 내국인 여성의 경우 약 90%가 중상층에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에 따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구한 계층적 

위치는 두 집단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특성을 첫째아와 둘째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첫째아의 경우, 다태아 비율은 내국인 여성이 외국인 여성

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임신 연령이 높고 불

임이나 난임 등으로 인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의 증가 등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재태기간은 두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37주 미만의 조산율이 내국인 여성은 5.6%, 외국인 

여성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후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의 기

간은 내국인 여성은 평균 13.4개월, 외국인 여성은 11.6개월로 외국인 

여성이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하기까지의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기간의 차이가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평균 체중과 재태기간은 38.8-38.9주, 출생 시 

체중은 약 3.2 kg으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둘째아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패턴은 첫째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태아의 비율이 첫째아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며, 첫째아와 마

찬가지로 내국인 여성의 다태아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태기간이나 평균 체중 등은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결혼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

이가 첫째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차이가 약 6개월로 간격이 더 넓어졌다. 계획 임신에 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foreign-born and native-born women in Korea

Variables
Native-born (n=2,564,703) Foreign-born (n=94,117) Total (n=2,658,820)

n/Mean %/SD n/Mean %/SD n/Mean %/SD

First infant
   Multiple birth
      Non-singleton 33,857 2.3 901 1.4 34,758 2.3
      Singleton 1,425,816 97.7 61,925 98.6 1,487,741 97.7
   Gestational period
      Very premature 8,805 0.6 349 0.6 9,154 0.6
      Moderately premature 72,345 5.0 3,095 4.9 75,440 5.0
      Non-premature 1,378,523 94.4 59,382 94.5 1,437,905 94.4
   Duration btw mar. and preg. (months) 13.36 20.3 11.60 13.3 13.29 20.2
   Gestational period (weeks) 38.90 1.6 38.84 3.2 3.20 0.4
   Birth weight (kg) 3.21 0.4 3.17 38.9 38.89 1.6
Second infant
   Multiple birth
      Non-singleton 45,709 4.1 1,209 3.9 46,918 4.1
      Singleton 1,059,321 95.9 30,082 96.1 1,089,403 95.9
   Gestational period
      Extremely/Very premature 8,272 0.8 208 0.7 8,480 0.8
      Moderately premature 66,979 6.1 1,876 6.0 68,855 6.1
      Non-premature 1,029,779 93.2 29,207 93.3 1,058,986 93.2
   Duration btw mar. and preg. (months) 45.67 28.8 35.64 22.2 45.39 28.7
   Gestational period (weeks) 38.38 1.6 38.43 1.5 3.21 0.5
   Birth weight (kg) 3.21 0.5 3.19 0.4 38.38 1.6

SD, standard deviation; Duration btw mar. and preg, duration between marriage and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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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난임이나 불임 등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

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이는 출산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재태기간과 체중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조산아와 출산 위험률

조산아 출산 위험률을 확인하기 위해 첫째아와 둘째아로 나누어 로

지스틱분석을 수행하고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분석에는 

전수자료가 사용되어 통계적 유의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만, 

참고자료로서 유의수준과 함께 승산비(odds ratio, OR)를 표기하였다. 

Model 1에는 주요 변수들과 결혼-임신 기간을 투입하여 조산아 출산 

위험률을 살펴보았다. 결과를 보면, 외국인 여성이 내국인 여성에 비해 

조산아를 출산할 확률(OR =1.02)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결혼-임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산아 출산 위험 역시 증가

(OR =1.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의 성별이 남아일 경우, 

조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OR =1.27) 이는 태아의 체중과도 연

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25,26]. 이어서 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산

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모의 연령은 제곱값을 같이 투입한 

결과 U자 형태로 영향을 미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위험률이 높고,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고연령 

집단에서 다시 높아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분석에서 나

타난 연령과 출산결과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27,34]. 

교육수준은 비교적 뚜렷하게 조산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조산아 출산 위험률은 

낮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부모들

이 조산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교육

수준이 대학원 이상이면 중학교 이하에 비해 조산아를 출산할 승산

비가 18% 낮았으며, 모 역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 조산아

를 출산할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OR= 0.80). 교육수준은 임신이나 출

산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계층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의 조산아 출산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중상층에 비해 하층에 속한 여성이 조산아를 출산할 승산비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dds ratios for preterm birth rate, 2010-2016

Variables

First infant Second infant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p OR p OR p OR p

Nationality (ref: native)
   Foreign-born 1.02 0.025 1.07 0.019 0.84 <0.001 0.92 0.164
Marriage duration (months) 1.01 <0.001 1.01 <0.001 1.00 <0.001 1.00 <0.001
Foreign-born * duration 1.00 <0.001 1.00 0.054
Infant sex (ref: female)
   Male 1.27 <0.001 1.27 <0.001 1.25 <0.001 1.25 <0.001
Age of father 1.03 <0.001 1.03 <0.001 1.02 <0.001 1.02 <0.001
Age of mother 0.95 <0.001 0.94 <0.001 0.86 <0.001 0.85 <0.001
Age of mother2 1.00 <0.001 1.00 <0.001 1.00 <0.001 1.00 <0.001
Education of father
   High school 0.95 0.091 0.95 0.085 0.97 0.487 0.97 0.489
   University 0.86 <0.001 0.86 <0.001 0.87 <0.001 0.87 <0.001
   Graduate school 0.82 <0.001 0.81 <0.001 0.83 <0.001 0.83 <0.001
Education of mother
   High school 0.94 0.045 0.94 0.051 0.85 <0.001 0.85 <0.001
   University 0.81 <0.001 0.82 <0.001 0.71 <0.001 0.71 <0.001
   Graduate school 0.80 <0.001 0.80 <0.001 0.70 <0.001 0.70 <0.001
Social class (ref: upper/middle)
   Low 1.11 <0.001 1.11 <0.001 1.08 <0.001 1.08 <0.001
Premarital pregnancy (ref: post-marital)
   Premarital 1.15 <0.001 1.15 <0.001
Constant 0.04 <0.001 0.05 <0.001 0.46 <0.001 0.46 <0.001
n 1,487,832 1,089,451

OR, odds ratio;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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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전임신 역시 조산아 출산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15). 혼전임신의 경우, 임신 초기에 

임신 사실을 모르거나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출산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Model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조산아 

출산 위험률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하기 위해, 결혼-임신 기간과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Model 2를 보면 다른 대부분의 변

수들은 거의 비슷한 승산비를 보여준다. 반면 국적 변인의 승산비가 

1.02에서 1.07로 증가하였으며,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 역시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임신 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조산아 출산 위험률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결혼초기에는 외국인 여성의 조산아 

위험률이 높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더 낮게 나타났다. 즉, 결혼 후 임신

까지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산아 출산 위험률의 증가는 두 집단이 

동일하지만, 기울기의 차이로 인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 교차하

는 형태를 보여준다. 

둘째아에서는 첫째아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Model에 

관계없이 외국인 여성이 내국인 여성에 비해 조산아 출산 확률이 더 

낮은 것(Model 3: OR= 0.84, Model 4: OR= 0.92)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

른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유지되었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의 효과는 

첫째아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4를 중심으로 보

면, 결혼-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인 여성의 위험률이 더 낮게 나타

났다. 다만, 첫째아의 경우와 달리 외국인 여성의 조산아 출산은 소폭 

낮아지고, 내국인 여성의 위험률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결혼-임신 기간, 즉 결혼생활 적응 정도

에 따른 출산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Figure 1로 표시

하였다. 먼저 Figure 1A는 Table 3의 Model 1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임

신 기간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조산아 출산 위험률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점선이 내국인 여성이고 실선이 외국인 여성을 

의미하는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간

이 길어질수록 위험률 역시 꾸준히 높아지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면 결과는 Figure 1B와 같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혼 초기에는 외국인 여성의 조산아 위

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20개월을 기점으로 교차

하여 그 이후에는 내국인 여성의 위험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이 결혼 이후 20개월 이내에 임신하

는 비율은 각각 82.0%와 78.3%로 약 3/4 이상이 이 시기 안에 임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 시점 이후의 출산에도 시기의 조절

을 통한 계획된 임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난임이

나 불임 등으로 인해 원하는 임신을 시기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조산아 출산 위험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을 완료하는 결혼 초기에 외국인 여성들의 

조산아 위험률이 더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주 초기에 적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관

리를 받지 못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조산아 출산 등의 좋

지 못한 출산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소수자로서

의 열악한 위치나 지위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나고 적응 정도가 높아지면 내국인 여성보다 낮은 수준의 조

산아 출산율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건강한 이주자 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25,26,33]. 

이러한 주장은 둘째아 출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강화된다. Fig-

ure 1C를 보면,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둘째아를 조산아로 출산할 확

률은 내국인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임신 기

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Figure 1D는 전체의 모든 기간에서 

외국인 여성의 조산아 출산 위험률이 낮게 나타나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집단의 간격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아 출산에

서는 역학역설이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저체중아 위험률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앞

의 조산아 분석과 동일한 틀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든 변수를 투입한 Model 2를 기준으

로 첫째아의 분석결과를 보면, 외국인 여성이 내국인 여성에 비해 저

체중아를 출산할 승산비가 1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

신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에서는 그 값(OR= 0.99)이 1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내국인 여성과 외

국인 여성에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

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외국인 여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다음에 제시

한 그림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일수

록 저체중아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남

아보다는 여아의 체중이 적게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조산아의 경우

와 거의 유사한데, 연령이 높아지거나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출산결

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

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 비해 저체중아를 출산할 승산비는 19%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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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모의 경우 34%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의 교육수준

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 집단일수록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14). 혼전임신 역시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는 요

인으로 나타나, 혼전임신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

전임신인 경우 저체중아를 출산할 승산비가 18% 더 높았다.

동일한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본 둘째아의 출산결과는 첫째아의 경

우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 Model 4를 보면, 외국인 여성의 저체중

아 출산 위험률(OR= 0.94)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요인

들이 통제되고 나면, 외국인 여성의 출산결과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앞의 조산아 출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

과는 결혼-임신 기간이 둘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첫째의 경우와

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저체중아 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혼-임신 기간에 따른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의 저체중아 출

산 위험률의 차이는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더 쉽게 볼 수 있다. Figure 

1E는 결혼-임신 기간에 따라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의 변화를 본 것이

다. 결혼-임신 기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길어

질수록 저체중아 출산 위험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

작용을 고려하면(Figure 1F), 초기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더 높지만,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내국인 여성의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이 더 높아졌

다. 그리고 약 24개월을 기준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 초기의 적응 부족이나 도움 부재 등이 출산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둘째아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

이 내국인 여성이 외국인 여성에 비해 저체중을 출산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산아와 저체중아를 통해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

를 살펴본 결과, 출산순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가 존

재하며, 특히 결혼 후 임신까지의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주 초기에는 소수자지위가설을 통해 살펴보는 것

이 적합하며, 어느 정도의 적응이 완료되었거나 둘째아 출산에서는 건

강한 이주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

학역설의 적용 여부는 외국인 여성의 적응 정도나 임신 시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Logistic regression odds ratios for low birth weight rate, 2010-2016

Variables

First infant Second infant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p OR p OR p OR p

Nationality (ref: native)
   Foreign-born 1.05 0.026 1.12 <0.001 0.87 <0.001 0.94 0.371
Marriage duration (months) 1.00 <0.001 1.00 <0.001 1.00 <0.001 1.00 <0.001
Foreign-born * duration 0.99 <0.001 1.00 0.165
Infant sex (ref: female)
   Male 0.84 <0.001 0.84 <0.001 0.81 <0.001 0.81 <0.001
Age of father 1.04 <0.001 1.04 <0.001 1.03 <0.001 1.03 <0.001
Age of mother 0.98 0.007 0.98 0.002 0.88 <0.001 0.88 <0.001
Age of mother2 1.00 <0.001 1.00 <0.001 1.00 <0.001 1.00 <0.001
Education of father
   High school 0.94 0.072 0.94 0.064 0.90 0.021 0.90 0.021
   University 0.86 <0.001 0.86 <0.001 0.79 <0.001 0.79 <0.001
   Graduate school 0.81 <0.001 0.81 <0.001 0.74 <0.001 0.74 <0.001
Education of mother
   High school 0.80 <0.001 0.81 <0.001 0.78 <0.001 0.78 <0.001
   University 0.69 <0.001 0.70 <0.001 0.62 <0.001 0.62 <0.001
   Graduate school 0.66 <0.001 0.66 <0.001 0.58 <0.001 0.58 <0.001
Social class (ref: upper/middle)
   Low 1.14 <0.001 1.14 <0.001 1.06 <0.001 1.06 <0.001
Premarital pregnancy (ref: post-marital)
   Premarital 1.18 <0.001 1.18 <0.001
Constant 0.03 <0.001 0.03 <0.001 0.19 <0.001 0.20 <0.001
n 1,487,832 1,089,451

OR, odds ratio;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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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term birth and LBW rate of infants by mar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A) Preterm birth of first infant by mar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Model 1 of Table 3). (B) Preterm birth of first infant by mar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Model 2 of Table 3). (C) Preterm birth of second infant by mar-
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Model 3 of Table 3). (D) Preterm birth of second infant by mar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Model 4 of Table 3). (E) LBW 
rate of first infant by mar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Model 1 of Table 4). (F) LBW rate of first infant by mar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Model 2 of Ta-
ble 4). (G) LBW rate of second infant by marriage duration and nationality (Model 3 of Table 4). (H) LBW rate of second infant by marriage duration and na-
tionality (Model 4 of Table 4). LBW, low birt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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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2010-2016년까지의 출생통계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외국

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출산결과는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산아는 임신 

재태기간을 기준으로 37주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31], 저체중아는 

출생 시 체중이 2.5 kg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32]. 조산아와 저체중

아와 같은 출산결과는 영아사망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28], 의료비

용과 경제적 문제 등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

제로 인식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출산순위와 결혼-임신 기간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내국

인 여성의 출산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여성들은 

첫째아의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 위험률이 내국인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자지위가설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데, 이주 

초기 외국인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임신과 출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

을 대상으로 한 출산 관련 연구들과 일치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적응에 앞서 임신을 경험하면

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건강문제들을 겪게 된다. 그리고 임신기의 건

강상태는 유아기는 물론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9]. 또한 결혼 초기에 가족 내 주변구성원으로 전락함에 따

라 혼란과 긴장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

장도 제기된다. 부족한 언어소통과 건강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임신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연구도 존재한다[21]. 외국인 여성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통

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

게 출산관련 정보들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안정적인 산전관리를 

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22]. 

결혼이민여성이 임신 중에 산전관리를 받는 경우는 91.7%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낮고, 초진시기 역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비용부담과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더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적절

한 치료 및 관리를 받는데도 내국인 여성에 비해 큰 제약을 가진다[23]. 

이렇듯 외국인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

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지니거나 소수자의 지위에 놓

이게 됨에 따라 적절한 출산관리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24]. 결국, 

이러한 어려움은 좋지 못한 출산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임신기간이 길어지면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가 더 좋

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둘째아 출산에서는 외국인 여성에 

비해 내국인 여성의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 위험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결혼-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다. 즉, 이미 첫째아를 출산한 외국인 여성들은 임신, 출산 등

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함에 따라 첫째아 출산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제약으로부

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언어소통도 이전보다 익

숙해지면서, 의료기관의 서비스나 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덜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건강한 이주자 효과 또는 역학역설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결과를 확인한 결

과, 본국의 내국인들에 비해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율이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멕시코나 북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소수

자로서 지니는 불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출산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11]. 저체중아 출산에 대한 역학역설은 라틴아메리카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이는 이 연구에서 둘째아의 출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한 

이주자 효과의 발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대상이 이민자 가족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국인 여성과는 일정 부분 차이를 지

닌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국인 여성 중 대부분은 혼인을 통해 이주

했다는 특성을 지닌다.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특성과 변화

양상이 국내 상황과 많은 부분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교가 필요하며 

주목할 만하다. 대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 출신 

여성의 조산아 출산율은 5.9%로 대만 출신 여성의 8.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결과

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저체중아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만 출신 여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여성에 비해 더 좋지 않은 

출산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그러나 출산순위나 결혼기

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이주자의 출

산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이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순위 및 결혼 후 임신까지의 기간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들의 출산결과를 설명하기 위

해 다양한 이론적 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간이 상

대적으로 짧은 이주 초기, 첫째아 출산에는 소수자지위가설의 적용이 

가능하고, 적응이 완료된 이후나 둘째아 출산에서는 역학역설을 통한 

설명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경제적 변

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기

존의 대립되던 두 가지 이론의 설명력이 결혼-출산시기로 매개되는 이

주자의 적응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

한 출산 순위에 따라서도 두 가지 이론의 설명력이 변화한다. 첫째아 

출산결과의 경우 결혼 초기에는 소수자지위가설의 영향력이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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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결혼-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역학역설의 설명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출산순위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이나 의료서비스 역시 차별적으로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첫째아 출산의 88.3%가 결혼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 초기의 외국인 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지자

체별 보건소나 건강관리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활용하

여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나 의료기관에서의 임산부를 위한 전담 통역 

제공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이 1차

적으로는 산모나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높은 영아사망률로 이

어지거나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

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27]. 외국인 여성들이 임신 기간이

나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수자로서의 어려움이나 불리함으로 

인해 좋지 않은 출산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 등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여성의 출산결과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자료의 한계 때문에 분석모형에 투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건강상태나 한국어 능력 그리고 적응

을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변수를 사용하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7개 연도의 전수 자료를 연결한 자료의 

대표성과 결혼에서 임신까지의 기간과 출산순위를 통해 적응 수준이 

가지는 이론적 의미를 분석에 활용했다는 점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한 자

료가 축적된다면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해 본다.

결  론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여성의 출산결과는 출산순위 및 결혼-임신까

지의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 초기 첫

째아 출산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저체중아 및 조산아 위험률이 내국인

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반면, 둘째아 출산에서는 오히려 내국인 여성

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아 출산과정에서는 외국

인 여성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지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출산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연

령이 낮고 건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둘째아 출산결과는 오히려 더 

좋았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출신국가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출신

국가에 다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출신

국가에 따라 적응 정도와 커뮤니티의 규모가 다르고, 이에 따라 이들

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나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신

국가를 나누어 출산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 Data 

Integrated Service, MDIS) [29]에서는 시군구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

지만, 향후 자료가 가용해진다면,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에 따른 출산결

과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가 연구를 통해 이주 초

기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사회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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