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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혼외 출생률은 1990년 0.95%, 2000년 1.18%, 2010년 2.10%, 

2015년 1.85%, 2018년 2.19%로 보고된 바 있으며[1], 우리나라 혼외 출

생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2006년 기준으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50% 이상,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4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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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isk of preterm birth (PTB) and low birth weight (LBW) in babies born to unmarried parents 

(extramarital birth). Methods: This study used birth certificate data (1,523,594 births) from Korea Statistics, 2015-2018 years. Odds ratio and 95% confi-

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describe the risk of PTB and LBW in extramarital birth adjusted for maternal age, mater-

nal education, infantile sex, and type of birth (singleton & multiple birth). Results: During this periods, the rate of extramarital birth was 1.9 percent in 

2015-2018. The incidence of LBW was 8.4 percent in extramarital birth and 5.9 percent in marital birth. The rate of PTB in extramarital birth were 10.6 

percent and 7.3 percent in marital birth. The LBW and PTB rate of extramarital birth (father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was 7.4 percent and 9.1 percent, 

respectively. Among extramarital birth (father not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PTB (12.3%) and LBW (9.5%). Com-

pared with LBW and PTB rate of marital birth, the odds ratio (OR) for LBW and PTB were 1.66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1.56-1.77) and 1.57 (95% 

CI: 1.49-1.67) for extramarital birth (father listed). Risk of LBW (OR: 2.14) and PTB (OR: 2.14) was higher in extramarital birth (father not listed) than that of 

marital birth. Conclusions: The babies born to unmarried parents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LBW and PTB, compared with those of marital 

birth. Risk of adversed pregnancy outcome was higher in extramarital birth (father not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More study is required to under-

stand the factors to adversed pregnancy outcome of extramarit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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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 21%, 일본은 2% 수준이며[2], 1996-2006년간 평균 혼외 출생률

은 폴란드 16.5%, 영국 66.8%, 스페인 24.7%이며 근래에 혼외 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혼외 출생은 가족 구조와 출생아의 사회·경제적 보장에 영향을 주

며[2], 혼외 출생 부모의 정신건강 및 행동적 장애와 관련한 연관성이 

크며[4], 혼외 출생아에서 불리한 임신결과(adverse pregnanc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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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37주 미만의 조기분만 위

험도가 높고[6,7], 출생체중 2.5 kg 미만 저체중아 위험도가 증가하며

[6-8], 태아 및 신생아 사망위험도가 높다[9]. 

우리나라 혼외 출생아의 저체중 및 조기분만 연구는 일부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고[10,11], 혼전 임신에 있어서 저체중아 발생

의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12], 인구동태 통계를 이용한 혼외 출생

아의 저체중아 및 조기분만 위험도에 관한 연구[7] 등이 있었다. 선행 

연구는 혼인 내와 혼외 출생아로 구분하여 조기분만과 저체중아 발생

률을 분석하였다. 혼외 출생아의 조기분만 발생률은 출생신고 당시 아

버지(부)의 인적 정보 유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우

리나라에서 혼외 출생아의 부의 인적 정보 존재 여부에 따른 조기분

만 및 저체중아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는 시행된 바 없다.

우리나라의 혼외 출생률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2% 수준

에 있다. 혼외 출생률이 빈번하게 높은 국가보다 그 발생률이 낮은 국

가에서 혼외 출생아의 불리한 임신결과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생신고 자료

(2015-2018년)를 이용하여 혼인 상태별로 출생아의 제반 특성을 비교

하고, 혼외(부의 인적 사항 존재 여부) 및 혼인 내 출생아의 조기분만

율과 저체중아 발생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14]에서 통계 주문형 서비스를 통

해 2015년(438,420건), 2016년(406,243건), 2017년(357,771건), 2018년

(326,822건) 총 1,529,256건의 출생신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혼인 상태 분류 미상의 경우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2015년:  

276건, 2016년: 219건, 2017년: 174건, 2018년: 194건). 혼인 상태 분류 미

상 863건을 제외한 1,528,393건 중 모 연령 미상(183건), 임신 주 미상

(4,432건), 출생 체중 미상(3,664건), 다태아 분류 미상(416건)을 제외한 

결과 1,523,594건(중복 제외 포함)이 집계되었다.

분석방법

혼외 및 혼인 내 출생아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를 위해 모의 연령, 교

육, 출생아 성, 태아수(단태, 다태아)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였다. 모의 

직업의 경우 2015-2017년까지는 정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모의 직업이 제공되지 않아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혼외 출생을 좀 더 세분화하여(미혼, 이혼, 사별) 분석을 하고자 하였

으나, 출생신고서에는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로만 구분되어 있다. 

출생신고서 작성시 혼외 출생자를 여자(모)가 신고하면 남자(부)에 관

한 사항(인적 정보)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

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

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외 출생 29,423건에서 부의 인

적 정보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원시통계자료에서 부의 연령 및 

교육 항목이 모두 미상에 해당되면 부의 정보가 없는 혼외 출생으로 

분류하였다. 재분류 결과 혼외 출생에서 부의 인적 정보가 있는 경우 

16,225건, 인적 정보가 없는 경우는 13,198건이었다.

혼인 상태별 임신결과 분석을 위해 임신기간을 임신 37주 미만(조기

분만: preterm birth), 37-41주(만삭분만: term birth), 임신 42주 이상(과

숙분만: post term birth)으로 구분하고, 출생체중은 2.5 kg 미만(저체

중: low birth weight), 2.5-3.9 kg (정상체중: normal birth weight), 4.0 kg 

이상(거대아: macrosomia)으로 재분류하였다.

조기분만 및 저제중아 발생 위험도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는 조기

분만을 ‘1’, 만삭분만 및 과숙분만은 ‘0’으로, 저체중아는 ‘1’, 정상체중 

및 거대아는 ‘0’으로 이분화 무의미 코딩(two categories dummy cod-

ing)으로 부호화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혼외 출생(부의 인적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은 ‘1’, 혼인 내 출생(기준군: reference group)

을 ‘0’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른 독립변수로 출생아의 성(여아= 0, 

남아=1), 태아수(단태= 0, 다태=1), 모의 출산 연령(15, 20, 25, 30, 35, 

40세), 모의 학력(중졸 이하=1, 고졸=2, 대졸=3) 등을 포함하였다. 혼

외 출생아의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위험 

인자별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

val, 95% CI)을 산출하였으며, 원시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15-2018년까지 4년간 혼외 출생률 1.9%이었으며, 혼외 출생 모의 

연령별 점유율이 19세 이하, 20-24세군에서 11.4%, 14.9%로 높게 나타

났으며, 혼인 내에서 출생 점유율은 각각 0.2%,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 출생군에서 교육수준이 낮았고, 다태아 츌생률은 혼

인 내군이 혼외 군보다 약 2.9배 높았다(Table 1).

Table 2는 혼인 상태별 저체중아 및 조기분만 발생률을 나타낸 것으

로 혼외 출생아에서 저체중아 발생률은 8.4%, 혼인 내 출생아는 5.9%

이었으며, 조기분만율은 혼외 출생에서 10.6%, 혼인 내는 7.3%로 유의

하였다(p< 0.01). 그리고 혼외 출생아에서 부의 인적 정보가 있는 경우

에 조기분만율 및 저체중아 발생률은 각각 9.1%, 7.4%이었으며, 부의 인

적 정보가 없는 혼외 출생아에서는 각각 12.3%, 9.5%로 발생률이 더 높

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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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조기분만과 저체중아 발생 교차비를 모의 연령, 교육수준, 

출생아 성, 태아 수의 변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에서 조기분만 위

험도는 혼인 내 출생보다 혼외 출생에서 발생 교차비가 1.82 (95% CI: 

1.75-1.90)이었으며, 저체중아 발생 위험도는 1.87 (95% CI: 1.79-1.96)로 

유의하였다(p< 0.01). 그리고 혼외 출생에서 부의 정보가 있는 군에서 

조기분만 발생 교차비는 1.57, 저체중아 발생 교차비는 1.66으로 나타

났다. 부의 정보가 없는 혼외 출생의 경우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발생 

교차비는 각각 2.14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혼외 출생률은 2015년 1.8%, 2018년 2.1%이었으며, 스웨

덴,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는 혼외 출생률이 50%를 상회하고, 네덜

란드, 미국, 영국은 40%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어[2], 우리나라의 혼외 

출생률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미국의 경우 혼

외 출생 중 동거 출생 점유율(2002-2010년)은 41%에서 58%로 증가한 

반면, 독신은 60%에서 42%로 감소하였다[15].

본 연구에서 혼인 내 출생아의 평균 출생체중은 3.20 kg, 혼외 출생

아는 3.12 kg, 평균 임신기간의 경우 혼인 내 38.49주, 혼외는 38.30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그리고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혼외 출

생에서 부의 정보가 있는 출생아의 평균 출생체중이 3.15 kg, 부의 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rital and extramarital birth in Korea, 
2015-2018 years

Variables
Marital status (%)

Total (n)
Extramarital Marital

Total birth 1.9 98.1 100.0 (1.523,594)
Year of birth
   2015 1.8 98.2 100.0 (437,752)
   2016 1.9 98.1 100.0 (405,558)
   2017 1.9 98.1 100.0 (356,469)
   2018 2.1 97.9 100.0 (323,815)
Age of mother
   ≤19 11.4 0.2 0.5 (6,192)
   20-24 14.9 4.3 4.5 (68,344)
   25-29 17.1 20.9 20.9 (317,794)
   30-34 26.1 47.1 46.7 (711,442)
   35-39 22.6 24.2 24.2 (368,715)
   ≥40 7.8 3.2 3.3 (50,387)
Maternal education
   ≤Middle 16.2 2.3 2.6 (39,201)
   High 45.0 20.1 20.5 (313,013)
   College 38.8 77.6 76.9 (1,171,380)
Infantile sex
   Male 51.2 51.3 51.3 (782,216)
   Female 48.8 48.7 48.7 (741,378)
Number of child birth
   Singleton 98.6 96.1 96.1 (1,464,218)
   ≥Twin 1.4 3.9 3.9 (59,376)

Table 2. Distribution of pregnancy outcomes by marital and extramarital 
birth in Korea, 2015-2018 years

Pregnancy outcomes
Marital status (%)

Total (n)
Extramarital Marital 

Birth weight (kg)1**
   <2.5 8.4 5.9 6.0 (91,021)
   2.5-3.9 88.7 90.9 90.9 (1,384,661)
   ≥4.0 2.9 3.2 3.1 (47,912)
   Mean±SD2** 3.20±0.47 3.12±0.51 3.19±0.47
Gestational age (wk)1**
   <37 10.6 7.3 7.4 (112,009)
   37-41 89.0 92.6 92.5 (1,409,657)
   ≥42 0.4 0.1 0.1 (1,928)
   Mean±SD2** 38.49±1.68 38.30±2.06 38.49±1.68

SD, standard deviation.
1χ2-test, 2t-test.
**p<0.01.

Table 3. Preterm birth (<37 weeks) and low birth weight (<2.5 kg) rate per 
100 births by marital status in Korea, 2015-2018 years

Marital status n
Preterm 

birth rate 
(%)

Low birth 
weight 
rate (%)

Marital birth 1,494,171 7.3 5.9
Extramarital birth
   Father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16,225 9.1 7.4
   Father not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13,198 12.3 9.5
Total 1,523,594 7.4 6.0

Table 4. Risk of preterm birth and low birth weight in extramarital birth: 
odds ratio adjusted for selected variables by logistic regression

Marital status
Preterm birth Low birth weight

OR1 (95% CI) OR1 (95% CI)

Marital birth (ref.) 1.00 1.00
Extramarital birth 1.82 (1.75-1.90)** 1.87 (1.79-1.96)**
Marital birth (ref.) 1.00 1.00
Extramarital birth
   Father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1.57 (1.49-1.67)** 1.66 (1.56-1.77)**

   Father not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2.14 (2.03-2.26)** 2.14 (2.01-2.27)**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1Odds ratio: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by selected variables as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years), maternal education ( ≤middle =1, 
high=2, college=3), infantile sex (male=1, female=0), and type of birth 
(singleton birth=0, ≥twin birth=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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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분만 위험도는 동거인 경우 1.20, 독신은 1.30이었으며, 혼외 출생

률이 20% 이하인 국가에서는 혼외 출생아의 조기분만 위험도는 동거 

1.29, 독신 1.61로 위험도가 높고, 반면 혼외 출생률이 높고 빈번한 국가

에서는 조기분만 위험도는 각각 1.12, 1.10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5].

선행 및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혼외 출생아의 경우 혼인 내 

출생아보다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의 불리한 임신 결과의 위험도가 증

가하며, 특히 부의 인적 정보가 없는 출생신고의 경우 위험도는 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 출생과 관련된 빈곤 및 장기적 실업 등

의 문제는 정책 입안자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어 왔으며[23], 적절하

지 못한 낮은 교육수준, 초기 산전관리 지연, 비의도적 임신과 같은 불

리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향이 크다[24]. 유럽(16개 국가)의 혼외 출

생아의 조기분만 위험도는 혼외 출생률이 20% 이하인 국가가 높은 국

가보다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5],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 출

생률이 2%에 불과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 출

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산전관리와 같은 서비스가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인 측면이 있다[7]. 따라서 혼외 출산의 경우 적절한 산

전관리와 영유아기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부분도 고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출생통계를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혼외 출생신고의 경우 

동거, 독신, 사별, 이혼 등에 대한 세부 항목의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조기분만 및 저체중 출생과 관련한 산과력

이나 산전관리 등의 정보 등도 주요한 부분이나 기존자료의 제한된 정

보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 통계자료가 아닌 지역사회집

단 전체를 포함하는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에서 2015-2018년 출생신

고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523,594건이었다. 혼외 및 혼인 내 출

생아의 조기분만과 저체중아 발생률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도별 혼외 출생 빈도는 2015년 1.8%, 2018년 2.1%이었고, 4년간 혼

외 출생 빈도는 1.9%이었다. 혼외 출생에서 저체중아 발생률은 8.4%, 

혼인 내는 5.9%이었으며, 조기분만율은 혼외 출생에서 10.6%, 혼인 내

는 7.3%로, 그리고 혼외 출생에서 부의 인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 조기

분만율 및 저체중아 발생률은 9.1%, 7.4%이었으며, 부의 인적 정보가 없

는 혼외 출생에서는 각각 12.4%, 9.5%로 발생률이 더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혼외 출생의 조기분만 발생 교차비는 

보가 없는 출생아는 3.08 kg이었으며, 평균 임신기간은 각각 38.38주, 

38.2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혼외 출생아의 평균 출생체중은 혼인 

내보다 가볍고, 임신기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

면 혼외 출생아의 평균 출생체중은 3.331 kg, 혼인 내는 3.344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16], 혼외 출생아 평균 출생체중은 혼인 내보다 

46.9 g [17], 47 g [11] 가벼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혼외 출생의 저체중아 발생률은 8.4%, 혼인 내는 5.9%, 

조기분만율은 각각 10.6%, 7.3%이었다. 오스트리아 출생통계(1999-

2004년)에서 저체중아 출생률은 혼외는 6.9%, 혼인 내는 6.3% [16], 미

국(2006년)의 출생통계에서 저체중아 출생률은 혼인 내 7.4%, 동거 

8.2%, 독신(부 확인 가능) 10.1%, 독신(부 불분명)인 경우는 11.2%이었

고, 조기분만율에서는 혼인 내 12.4%, 동거 13.6%, 독신(부 확인 가능) 

15.2%, 독신(부 불분명) 16.6%로 보고되었다[13]. 본 연구에서도 혼외 

출생에서 부의 인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 조기분만율 및 저체중아 출

생률은 각각 9.1%, 7.4%이었으며, 부의 인적 정보가 없는 혼외 출생은 

각각 12.4%, 9.5%로 더 높게 나타나 부의 인적 정보 존재 유무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혼외 출생의 조기분만 발생 

교차비는 1.82 (95% CI: 1.75-1.90)이었으며, 저체중아 발생 교차비는 

1.87 (95% CI: 1.79-1.96)로 유의하였다(p< 0.01). 우리나라 출생통계에 

의한 혼외 출생아의 조기분만 위험도는 1.48, 저체중아는 1.70로 보고

된 바 있으며[7], 미국(1995-2006년) 미시간주 출생통계에서 혼란변수

를 통제한 혼외 조기분만 위험도는 1.38배 높다고 하였다[18].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에 조기분만 위험도는 혼외 출생아에서 1.22배 

높다고 하였다[6]. 칠레(1991-2008년)의 출생통계에서 모의 연령, 초산, 

다태아, 독신의 경우 조기분만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19]. 말레

이시아 혼외 출생아 조기분만 발생 위험도는 1.66, 저체중아는 3.61로 

보고된 바 있다[20]. 관련 변수(연령, 출생순위, 교육, 인종 등)를 통제한 

혼외 출생아의 조기분만 위험도(교차비)는 1.38로 보고되었다[18]. 그

리고 혼외 출생아에서 동거와 독신에 따라 저체중아 발생 위험도는 

1.15, 1.21, 조기분만은 각각 1.15, 1.29로 보고되었다[21]. 

본 연구에서 혼외 출생의 경우 부의 정보가 있는 경우 조기분만 교

차비는 1.57, 저체중아는 1.66이었으며, 반면 부의 정보가 없는 혼외 출

생에서는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발생 교차비는 각각 2.14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폴란드(1995-2009년)의 조기분만 발생 위험도에서 

혼외(부의 정보가 없음)는 2.07, 부의 정보가 있는 경우는 1.37로 보고

되었다[22]. 메타분석 연구에서 혼인(합법적 부부) 내 출생아에 비해 동

거(생물학적 부모로 출생시 법적 부부가 아닌 경우)와 독신(여성)에 따

른 저체중아 발생 위험도는 각각 1.29, 1.65이었고, 조기분만은 각각 

1.15, 1.54로 보고되었다[6]. 유럽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혼외 출생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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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95% CI: 1.75-1.90)이었으며, 저체중아 발생 교차비 1.87 (95% CI: 

1.79-1.96)로 유의하였다(p< 0.01). 혼외 출생의 경우 부의 정보가 있는 

경우 조기분만 발생 교차비는 1.57, 저체중아는 1.66이었으며, 반면 부

의 정보가 없는 혼외 출생에서는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발생 교차비

는 각각 2.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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