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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compare the secular trend (1997-2014) of gestational age specific preterm birth rate in singleton and multiple birth. Methods: The birth
certificate data of Statistics Korea was used for this study (1997-98: 1,292,336 births, 2013-14: 849,779 births). The data of extra-marital birth and missing information cases (gestational age, maternal age and other variables) were excluded from all analyses.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from logistic regression to describe the secular trend of very preterm birth ( ≤ 31 weeks), moderate preterm birth (32-33 weeks), late preterm
birth rate (34-36 weeks) in singleton and multiple birth adjusted by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45), birth order (1st = 1, 2nd = 2, 3rd = 3), infantile
gender (male = 1, female = 0), and education ( ≤ middle = 1, high = 2, college/university = 3). Results: The rate of preterm birth increased 1.9 times, from
3.31% to 6.44%, during 1997-2014. After adjustment by logistic regression for infantile gender, parity and maternal age, and type of birth, the odds ratio
of preterm birth of phase II was 1.69 (95% confidence interval: 1.66-1.71), compared with phase I. During the period, preterm birth rate increased 2.71
times in multiple birth, whereas the rate was 1.57 times increment in singleton birth. 47.2% of the overall increase in the preterm birth rate was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of preterm birth in multiple birth during the period. The odds ratio of very preterm birth, moderate preterm birth and late preterm
birth rate in singleton birth for phase II were, respectively, 1.37 (95% confidence interval: 1.30-1.44), 1.08 (1.03-1.14), and 1.68 (1.65-1.72), compared with
preterm birth rate of phase I. Comparing the preterm birth rate of phase I, the odds ratio of preterm birth in multiple birth of phase II was 2.61 (2.32-2.93)
for very preterm birth, 1.35 (1.22-1.49) for moderate preterm birth and 2.78 (2.64-2.92) for late preterm birth rate. Conclusions: The rate of gestational
age specific preterm birth increased higher in multiple birth than that of singleton birth during the period. The remainder of the total increment in the
preterm birth between phase I & II was explained by increase the multiple birth and late preterm birth. There is a need for close attention in this area to
understand the contributing factors to late preterm birth and to reduce preterm birth rate for multiple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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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증가 속도를 각 구간별로 비교함으로써 전체 조기분만율의 기여도 등
을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모성보건 증진을 위

임신기간은 주산기 생존력을 예견하는 중요 지표이며[1], 신생아 사
망률은 임신 23주 44.2%, 32-33주 0.2%이며,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

한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
의를 두고자 한다.

lar hemorrhage)과 같은 주요 이환율은 임신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

연구대상 및 방법

소한다[2]. 짧은 임신기간과 출생아의 건강 상태는 용량 반응 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를 보이며 37주 이상 만삭분만보다 임신
23-27주에서 영아사망률은 200배 이상 높다[3].

연구자료

전 세계의 조기분만율은 11.1%로 추정된 바 있고, 북유럽 국가는 최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CD

저 5%에서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15%를 상회한다[4]. 스웨덴

를 이용하였다(http://kostat.go.kr/shopmall).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1973-2001)은 1980년대 초까지 증가하였으나 1984년 6.3%에서 2001년

통계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유료로 제공된다. 자료 제공 범위는 출

5.6%로 감소하였고[5], 미국의 조기분만율은 2007년에 10.4%로 최고점

생과 관련된 신고일자, 주소지 행정구역(시군구), 성별, 혼인중(외)자,

에 도달 후 2014년에는 9.6% [6], 2015년 9.6%였으며[7], 대만의 경우

출생년월, 출생장소, 결혼년월, 임신주수(주 단위), 다태아 여부 및 출

2000년대에 연간 약 0.0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산순위(단태, 쌍태, 삼태아), 신생아체중(kg, 소수점 2자리), 모의 총 출

시계열적인 조기분만율의 변화는 다태 임신의 증가, 출산 연령의 고
령화, 보조생식술, 산과적 중재 등이 기여 인자이며, 이러한 인자가 단

산아수 및 생존아수,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부모의 동거기간 등이 포
함되어 있다.

독이나 중복으로 존재하면 유의하게 증가한다[9]. 우리나라(1995-2012)
의 조기분만율은 2.5%에서 6.3%로 증가되었고[10], 평균 임신기간의 경

연구대상

우 1997-2013년 사이 단태아는 0.7주, 쌍태아는 1.2주 단축되어 임신기

본 연구에서는 1997-98년과 2013-14년 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간의 조기화 현상이 보고되었다[11]. 스웨덴(2000-07)의 조기분만율은

연도별 출생건수는 1997년 668,344건 1998년 633,597건, 2013년

단태아는 6.4%에서 6.0%로 감소하였고, 다태아는 47.3%에서 47.7%로

436,455건, 2014년 435,435건이었으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구간 I

보고된 바 있다[12]. 특정 집단에서 다태아 발생 빈도는 전체 임신기간

(1997-98년: 1,301,941건)과 구간 II (2013-14년: 871,890)로 구분하였다.

에 영향을 주며, 다태아의 대부분이 후기조기분만기인 임신 34-36주에

각 구간별로 혼인외 출생(구간 I: 8,321건, 구간 II: 17,791건), 혼인상태

분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우리나라의 단태아 후

분류 미상(84건, 1,353건), 태아수 분류 미상(139건, 486건), 임신기간

기조기분만율은 1995년 1.6%에서 2012년 3.7%, 다태아의 경우는 19.2%

분류 미상(712건, 722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외(중복 제외 포함)한

에서 47.2%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다태 임신은 조기분

결과 구간 I은 1,292,867건, 구간 II는 852,439건으로 집계되었다. 각 구

만 증가에 대한 기여 효과가 크고[14], 유럽 연합국가의 반 이상이 조기

간별 분류 데이터에서 분류 미상이 존재하면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높

분만의 20%는 다태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15].

이기 위해 해당 전체 데이터를 제외하였는데, 출생순위 분류 미상(구

조기분만은 다태 임신, 선택적 분만, 초산, 시험관아기시술, 흡연, 출

간 I: 21건, 구간 II: 646건), 모의 출산 연령 분류 미상(62건, 42건), 교육

산 연령 증가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16].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연령의

수준 분류 미상(469건, 2,066건)을 제외한 결과(중복 제외 포함) 최종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확산 등으로 조기분만율과 같은 출산 양상이

적으로 구간 I은 1,292,336건, 구간 II는 849,779건으로 집계되었다. 본

많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조기분만과 관련한 연구는 의료기관

연구의 원시통계에서 제공되는 출생 관련 정보는 인구통태통계 중심

통계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출생통계를 이용한 조기분만

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분만 발생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가 되는 임신

관련 연구의 경우 전체 출생아의 조기분만율 추이[17], 단태아의 조기

합병증, 산과력, 임신방법, 분만방법(제왕절개분만, 질식분만) 등과 같

분만율 추이[18,19], 태아수에 의한 임신기간의 추이[11,20], 후기조기분

은 임상적 정보는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

만율 추이[10]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조기분만율을 시계열

한 범위 내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적 관찰하는 데 있어서 태아수별 또는 임신 기간별로 세분화된 조기
분만율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별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1997-2014년간 단태아 및 다태아별로 조기분만을 세분

본 연구는 단태아 및 다태아의 조기분만율의 변화 추이를 구간 I

화하여 초기조기분만, 중도조기분만, 후기조기분만율의 변화 양상 및

(1997-98년), 구간 II (2013-14년)별로 분석하였고, 조기분만을 임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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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로 세분화하여 초기조기분만(very preterm birth: 31주 이하), 중도

4.66%로 약 55% 증가하였고, 다태아는 32.37%에서 56.72%로 약 75% 증

조기분만(moderate preterm birth: 32-33주), 후기조기분만(late preterm

가하였다. 출생아의 성, 출산 연령, 출생순위, 교육수준, 태아수 등의 변

birth: 34-36주)으로 구분하여 발생률의 증감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 구간의 조기분만율 증가 오

단태아 및 다태아별 초기조기분만, 중도조기분만, 후기조기분만의 발

즈비는 단태아의 경우 1.57 (95% 신뢰구간: 1.54-1.60), 다태아는 2.71

생 오즈비(odds ratio) 및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추정을

(2.61-2.87), 전체 출생아에서는 1.68 (1.65-1.72)이었으며, 조기분만율 증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종속 변수

가 속도는 다태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로 초기조기분만, 중도조기분만, 후기조기분만을 ‘1’, 나머지는 ‘0’으로

출생아의 성, 출산 연령, 교육수준, 출생순위 등의 변수를 이용한 로

부호화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구간 I의 세부 임신 기간별 조기분만율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 구간(I, II)에서 임신 기간별 세분화된 조기분

을 기준군(reference group)으로 하고, 구간 II의 조기분만율 증가에 대

만율의 증가 추이는 단태아의 경우 초기조기분만율(임신 31주 이하)은

한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그 외 다른 독립 변수로는 출생아의 성(여= 0,

0.34%에서 0.52%로 오즈비가 1.37이었으며, 중도조기분만율(32-33주)

남=1), 출산 연령(15세,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교육수준

은 1.08, 후기조기분만율(34-36주)은 1.68, 다태아에서는 오즈비가 각

(중졸 이하 =1, 고졸 =2, 대학 =3), 출생 순위(1아 =1, 2아 =2, 3아 이상

각 2.61, 1.35, 2.78이었으며, 단태아보다 조기분만 증가 오즈비가 더 큰

=3)를 포함하였다. 원시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SPSS Inc., Chica-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태아 및 다태아 모두 관찰기간 동안 후기

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조기분만에서 증가 속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초기조기분만, 중도
조기분만 순이었다(Table 3). 전체 조기분만에서 후기조기분만이 차지

연구 결과

하는 비율은 단태아의 경우 구간 I은 75.1%, 구간 II는 79.7%, 다태아에
서는 각각 75.6%, 78.3%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후기조기분만이 전체 조

전체 출생아의 다태아 출생률은 구간 I은 1.43%, 구간 II에서는

기분만에 대한 점유율은 78% 이상이었다.

3.42%로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6주 이하 조기분

고찰

만율은 구간 I의 경우 3.31%에서 구간 II는 6.44%로 약 59% 증가하였으
며, 태아수별 조기분만율에서 단태아는 구간 I에서 2.89%, 구간 II는

본 연구에서 전체 출생아의 36주 이하 조기분만율은 구간 I (1997-9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 birth in phase I and phase II
General characteristics

Phase II (2013-14)

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Table 1에서 구간 I, II의 출산 연령 표준

% (n=1,292,336)

% (n=849,779)

인구(5세 연령별 출생아 수 합에 2를 나눈 수)를 이용한 연령 표준화

98.57
1.43

96.58
3.42

52.21
47.79

51.27
48.73

Type of birth
Singleton
Multiple
Infantile gender
Male
Female
Birth order
1st
2nd
≥ 3rd
Maternal age (y)
≤24
25-29
30-34
35-39
≥40
Maternal education
≤Middle
High
College

12

년)은 3.31%, 구간 II (2013-14년)는 6.44%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별

Phase I (19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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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41.86
9.73

51.41
38.42
10.17

16.50
54.78
22.97
5.11
0.63

5.07
22.98
51.18
18.26
2.52

6.12
62.98
30.90

1.66
23.71
74.63

(age standardized) 조기분만율을 산출한 결과 구간 I은 3.62% (실제 조
기분만율: 2.89%), 구간 II는 6.01% (6.44%)로 나타나 실제 조기분만율과
Table 2. Preterm birth rate (≤36 weeks) and odds ratio of preterm birth by
type of birth and birth year
Type of birth

Preterm birth rate per 100 births (n) OR1 of preterm birth
relative to phase I
Phase I (1997-98) Phase II (2013-14)
(95% CI)

Singleton
Multiple
Total

2.89 (1,273,817) 4.66 (820,746)
32.37 (18,519)
56.72 (29,033)
3.31 (1,292,336) 6.44 (849.779)

1.572 (1.54-1.60)**
2.713 (2.61-2.87)**
1.694 (1.66-1.7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
Reference group (preterm birth rate of phase I), **p > 0.001.
2,3
Logistic regression was adjusted by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45), infantile gender (male= 1, female= 0), education ( ≤middle = 1, high=
2, college & university = 3), and birth order (1st = 1, 2nd = 2, ≥ 3rd =3).
4
Logistic regression was adjusted by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45), infantile gender (male= 1, female=0), education ( ≤ middle = 1, high =
2, college & university = 3), birth order (1st= 1, 2nd = 2, ≥ 3rd = 3), and type
of birth (singleton = 0, multi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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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 of gestational age specific preterm birth rate by type of birth, and birth year of phase II relative to phase I, which were estimated with a
logistic regression model1
Gestational age (weeks) and type of birth
Singleton
Very preterm (≤31)
Moderate preterm (32-33)
Late preterm (34-36)
Multiple
Very preterm (≤31)
Moderate preterm (32-33)
Late preterm (34-36)

Gestational age specific preterm birth rate (%)
Phase I (1997-98)

2

Phase II (2013-14)

OR of preterm birth rate relative to phase I
OR (95% CI)

p-value

0.34
0.37
2.17

0.52
0.43
3.72

1.37 (1.30-1.44)
1.08 (1.03-1.14)
1.68 (1.65-1.72)

0.000
0.003
0.000

2.87
5.03
24.46

6.33
5.98
44.41

2.61 (2.32-2.93)
1.35 (1.22-1.49)
2.78 (2.64-2.92)

0.000
0.000
0.00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
Logistic regression was adjusted by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45), infantile gender (male= 1, female= 0), education ( ≤ middle= 1, high = 2, college & university=3), and birth order (1st=1, 2nd=2, ≥3rd=3).
2
Reference group (gestational age specific preterm birth rate of phase I).

는 차이가 있었다. 조기분만율의 시계열적 변화에 따른 출산 연령 구

조기분만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78% 이상이고, 또한 초기, 중도조기분

조의 기여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단태아 조기분만율(1997-2014

만율보다 후기조기분만율의 증가 속도가 다태아, 단태아 모두 가장 크

년: 3.02-4.62%)의 증가폭 1.60% 포인트에 대한 기여율은 29세 이하군은

다는 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출생통계

음의 기여 효과를 보였고, 30-34세군은 87.48%, 35-39세군 43.20%, 40세

(1990-2006년)에서 후기조기분만율은 20% 증가했고, 임신 기간별로

이상군은 8.95%로 보고되었다[21]. 이는 출산 연령 고령화가 조기분만

임신 34주는 1.3%에서 1.4%, 35주 2.1-2.3%, 36주 3.4-4.4%로 보고되었

율의 증가에 기여 인자로서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22]. 단태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별 후기조기분만율은 미국(2006-14

본 연구에서 전체 조기분만아 중에서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년)은 6.8%에서 5.7%, 노르웨이(2006-13년) 3.9-3.5%, 스웨덴(2006-12년)

Table 2의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구간 I에서는 14.0%, 구간 II는

3.7-3.5%, 캐나다(2006-14년) 5.0-4.7%, 덴마크(2006-10년) 3.7-3.5%, 핀란

30.1%로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유럽연합 17개 국가에서 약 1/2은 조기

드(2006-15년) 3.4-3.4%로 국가에 따라 감소 또는 정체 현상을 보이는

분만아의 20%가 다태아와 연관이 있으며[15], 다태 임신이 조기분만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증가에 대한 기여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다태아의 조기분

시계열적으로 조기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기분만아의 생

만 위험도는 임신 28-31주는 24.9배, 32-36주는 20.1배 높고[8], 인구학

존율을 향상시키는 개선된 방법은 궁극적으로 이른 임신기에 의학적

적 변수를 통제한 다태아의 후기조기분만 오즈비는 20.7로 보고된 바

으로 유도된 분만의 증가에 영향을 주며[4], 특히 임신 37주 이전 유도

있다[10]. 본 연구에서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Table 2의 구간 I,

분만 및 제왕절개시술 정도가 조기분만율에 영향을 준다[24]. 유럽 주

II 사이에 조기분만율의 증가치인 3.13% 포인트 중에서 단태아의 경우

요 국가 중 거주지에서 출생한 초산부이면서 연령 20-35세, 자연 임신,

52.8% (증가치: 1.65%), 다태아는 47.2% (증가치: 1.47%) 정도의 기여 효과

단태 임신 여성의 조기분만율 추이(1995-2004년)는 덴마크와 노르웨

를 보였다. 우리나라 다태아 출생률이 1.4% (구간 I), 3.4% (구간 II) 수준

이는 증가하였으나, 스웨덴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임을 감안하면 다태아의 조기분만율 상승에 대한 기여 효과가 매우

세계 주요 39개 국가의 조기분만율 감소를 위해서 금연, 자궁경부봉합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술, 황체호르몬요법 제한, 시험관아기시술 시 이식 배아 수 제한, 의학

본 연구에서 단태아의 조기분만율은 구간 I은 2.89%, 구간 II는
4.66%, 다태아는 각각 32.37%, 56.72%로 조기분만율 증가 오즈비는 단

적 적응증이 없는 유도분만, 제왕절개시술의 억제와 같은 중재 프로그
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6].

태아는 1.57 (95% 신뢰구간: 1.54-1.60), 다태아는 2.71 (2.61-2.87)로 나타

본 연구는 임신 기간별로 세분화된 조기분만율의 시계열적 추이를

났다. 그리고 두 구간의 세분화된 임신 기간별 조기분만율의 증가 오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인구학적 변수(출생아의 성, 출생순위, 출산 연령,

즈비는 단태아의 경우 초기조기분만율은 1.37, 중도조기분만율은

교육수준)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임상적 정보(임신 성

1.08, 후기조기분만율은 1.68이었으며, 다태아는 각각 2.61, 1.35, 2.78로

립 방법, 분만 방법, 임신합병증 등)가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 제한점이

단태아보다 증가 속도가 컸다. 본 연구에서 전체 조기분만아 중 후기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기조기분만, 중도조기분만, 후기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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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율의 증가 현상은 출산 연령의 고령화, 다태 임신의 증가, 보조생

a contemporary cohort. Am J Obstet Gynecol 2016;215(1):103.e1-103.

식시술의 확산, 분만과 관련한 의료중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

e14.

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인과 관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조

3. D’Onofrio BM, Class QA, Rickert ME, Larsson H, Långström N, Li-

기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적 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병원

chtenstein P. Preterm birth and mortality and morbidity: a population-

출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

based quasi-experimental study. JAMA Psychiatry 2013;70(11):1231-

로 보인다.

1240.
4. Tielsch JM. Global Incidence of preterm birth. Nestle Nutr Inst Work-

결 론

shop Ser 2015;81:9-15.
5. Morken NH, Källen K, Hagberg H, Jacobsson B. Preterm birth in

본 연구대상은 통계청의 1997-98년(1,292,336건), 2013-14년(849,779

Sweden 1973-2001: rate, subgroups, and effect of changing patterns in

건) 출생신고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단태아 및 다태아의 임신 기간별

multiple births, maternal age, and smoking. Acta Obstet Gynecol

로 세분화된 조기분만율(초기조기분만; 31주 이하, 중도조기분만:

Scand 2005;84(6):558-565.

32-33주, 후기조기분만: 34-36주)의 구간별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관련 변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출생아의 36주 이하 조기분만율은 구간 I (1997-98년)은 3.31%,

6. Hamilton BE, Martin JA, Osterman MJ, Curtin SC, Matthews TJ.
Births: final data for 2014. Natl Vital Stat Rep;64(12):1-64. Hyattsville,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15.

구간 II (2013-14년)는 6.44%로 증가하였고, 단태아의 조기분만율은

7. Martin JA, Hamilton BE, Osterman MJ. Births in the United States.

2.89%에서 4.66%, 다태아는 32.37%에서 56.72%로 증가하였다. 두 구간

NCHS Data Brief;258:1-8. Hyattsville,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의 조기분만율 증가치 3.13% 포인트 중 단태아는 52.8%, 다태아는

Health Statistics; 2016.

47.2% 기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의 성, 출산 연령, 출
생순위, 교육수준 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구간별 조기

8. Wang LK, Chen WM, Chen CP. Preterm birth trend in Taiwan from
2001 to 2009. J Obstet Gynaecol Res 2014;40(6):1547-1554.

분만율 증가 오즈비는 단태아의 경우 1.57 (95% 신뢰구간: 1.54-1.60),

9. Keirse MJ, Hanssens M, Devlieger H. Trends in preterm births in

다태아는 2.71 (2.61-2.87)로 다태아에서 증가 속도가 더 큰 것으로 나

Flanders, Belgium, from 1991 to 2002. Paediatr Perinat Epidemiol

타났다. 두 구간에서 세분화된 임신 기간별 조기분만율의 증가 오즈비

2009;23(6):522-532.

는 단태아의 경우 초기조기분만율은 1.37, 중도조기분만율은 1.08, 후

10. Park SH, Lim DO. Secular trends of incidence of late preterm in Ko-

기조기분만율은 1.68이었으며, 다태아는 각각 2.61, 1.35, 2.78로 단태아

rea: 1995-2012.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4;18(2):209-

보다 조기분만 증가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조기분만

217 (Korean).

에서 후기조기분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78% 수준으로 매우 높고, 또한
후기조기분만에서 증가 오즈비가 가장 높았다.
단태아보다 다태아에서 불리한 임신 결과인 조기분만에 대한 노출

11. Park SH, Lim DO. Secular trends of gestational length distribution in
Korean singleton and twin birth: 1997-99, 2011-13.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6a;20(1):66-74 (Korean).

위험도와 증가 속도가 더 크고 또한 다태아 출생률이 점진적으로 증가

12. Schaaf JM, Mol BW, Abu-Hanna A, Ravelli AC. Trends in preterm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태 임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산전관리 모니

birth: singleton and multiple pregnancies in the Netherlands, 2000-

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 34-36주의 후기조기분만을

2007. BJOG 2011;118(10):1196-1204.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3. Refuerzo JS. Impact of multiple births on late and moderate prematurity. Semin Fetal Neonatal Med 2012;17(3):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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