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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석사과정 시작부터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큰 틀을 잡아주시고 성실함
과 가르침으로 지도해주신 정우진 교수님,미숙한 논문을 꼼꼼히 살펴주시
고 늘 격려해 주신 강대룡 교수님,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로 논문을
완성해 나가도록 도와주신 서문희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영호 선생님,조정연 선생님,문민

환 선생님,일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언니처럼 힘이
되어주신 이지영,박주현,김광원 선생님,같이 논문 쓰며 동고동락했던 후
배 이유미 선생님,많이 양보하고 도움 준 후배 박은정,이정하 선생님,따
뜻한 위로와 웃음을 선사한 후배 박수연,정은율 선생님에게도 감사한 마
음을 전합니다.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용기와 충고로 바른 길을 이끌어주신
구자성 선생님과 이미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하고 공부하는 며느리 대신 아이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시어머님,

시아버님 감사합니다.어떤 상황에서나 이해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던
우리 엄마,아빠.누나로서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준 건우에게도 자리를 빌어
미안한 마음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사

랑하는 창수씨와 우리 딸 지민이에게도 미안한 마음과 큰 사랑을 전합니
다.
대학원 과정동안 얻은 배움의 열매들이 저의 삶 속에서 겸손히 나누어지

길 기대합니다.
2005년 12월
김주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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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본연구는 기존의연구결과들을검토하여영구적피임실천및시기의결정
요인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정함으로서,영구적 피임실천 및 시기의 결정요
인을 사회경제적 특성,산과적 특성 및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출산 시대에 영구적 피임의 의미가 새롭게 이해되어져

야 한다는 생각에서 영구적 피임실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시기에 영
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자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49세 유배우 초혼여성 4,60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따른영구피임실천을보았다.다음으로영구적피임실천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영구적 피임실천시기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을비례위험모형생존분석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영구적 피임실천의 결정요인으로 부인 연령,부인 교육수준,총 임신횟수,

현존 아들수,현존 딸수,결혼기간,초혼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영향을 주었
으며 기존 연구와는 달리 부인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총 임신횟수가 증가할
수록 영구적피임실천이감소하였다.
영구적 피임실천시기의 결정요인으로는 부인 교육수준,총 임신횟수,현존

아들수,결혼기간이유의한영향을주었으며부인교육수준이증가할수록총임
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시기가 늦어졌다.또한 상호작용 분석에서
는현존딸수보다는현존아들수가영구적피임실천시기에더유의하게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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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기존연구와는달리전국적인자료를이용하였으며분석대상자

의 규모가 크고 선택편향(selectionbias)이 개입될 위험이 비교적 낮으므로 연
구결과에 대해 표본추출 방법의 비작위성으로 인해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되며,방법면에서도종단적자료에적당한생존분석을사용한데의의가
있다.그러나 본연구에서는경제적부분이나인지적측면에대한변수가부족
하며향후연구에서는이변수에대한보완을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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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배배배경경경및및및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일반적으로피임은 출산수준과 밀접한관련을가지고 있다.최근각국의조
사자료에의한합계출산율과피임실천율과의 관계를보면,피임실천율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합계출산율은 0.7%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N,1997;김승
권 등,2004).우리나라의 피임실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997년 80.5%로 정점을 이루었던 피임 실천율은 2003년에 84.5%로 다시 증가
하였으며,합계출산율은1989년정부피임보급물량이감소하기시작한이후에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6년에 1.71의 수준에서 2002년에는 1.165의 수준으로 낮
아졌다(김승권등,2004).현재의출산수준이지속될경우우리나라전체인구는
2017년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수있는효율적이고종합적인인구정책을수립하는것은우리나라의지
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유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으로서 적극적으
로추진하여야할국가적과제로대두되었다(보건복지부,2004).

영구피임(sterilization)은 출산율을 크게 조절할 수 있는 영구적인 피임방
법으로서가장널리사용되는 방법이며,원하지않는임신을예방할수있을뿐
아니라절대적임신수를감소시킴으로서여성의건강증진및영아사망률의감
소에도기여한다(Rajarametal.,2004).영구적피임방법의하나인 난관수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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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을 막거나 수정이 일어나는 난관의 팽대로 정자가 이동하는 것을 지연하
는 방법이며,정관수술은 정관을 차단하여 부고환(epididymis)으로부터 정자
가 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난관수술은 정관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20배정
도더많이일어나며실패율도10배더크고비용에있어서도 3배더비싸다.반
면에 정관수술은 더 안전하고 비용도 덜 들며 더 효과적인데도 여성 불임술이
여전히전체불임술의2/3정도를차지한다(Brechinetal.,2003).
미국에서도 영구적 피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이 방법은 임신을 예방하

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고 성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방법이다.최근
의 NSFG(Nationalsurveyoffamilygrowth,1995)의 자료에 의하면 1982년에
15-44세 전체 피임인구의 34.1%가 영구적 피임을 하였으나 1995년에는 38.6%
정도로 증가하였고분포면에서는27.7%정도가난관수술을하며,10.9%정도가
배우자가 정관수술을 한다고 한다(Godecker etal.,2001;Piccinino etal.,
1998).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영구적 피임이 보급된 중국은 합계 출산율이 2.6정

도이며(Baochang,1996),CHNS(Chinahealthandnutritionsurvey,1993)에
의하면 15-49세 결혼한 가임기 인구의 46%정도가 영구적 피임을 하며,분포면
에서 36%가 난관수술을 하고 10%정도가 배우자가 정관수술을 한다고 한다(
Shortetal.,2000).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난관수술은 1977년 정

부프로그램으로들어오면서1988년까지큰폭의증가를하다가1991년부터감
소하였으며,2003년에는 2000년보다 2.7%가 감소하여 15.6%를 차지하였다.반
면에 정관수술 실천율은 1994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외에 계속 상승하여
2003년에15.7%까지증가하였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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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임,84.5%의 피임인
구 중 31.3%(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를 차지하는 영구적 피임에 대한 고찰
과더불어영구적피임시기에관여하는요인들이무엇인지에대한연구의필요
성이제기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적 또는 기관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

며,영구적피임실천시기의결정요인에관해서는연구된바가전혀없다.또한
분석방법에서도 영구적 피임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산력은 한 시점으로
부터얻은정보로는올바른분석을할수없으며 종단적자료에적당한분석을
통해야만 영구적 피임시기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기존의
연구들은 생존분석을사용한 연구가 거의없었다.그와더불어기존연구에서
영구적 피임과 강한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나이,임신력,교육수준,종
교,결혼상태,인종,거주지등이우리나라에도적용되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존분석을 통해 영구적 피임시기의 결정에 관여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산과적 요인 및 문화적 요인을 알아보고 그 결정요인을 제시함으
로써출산력과관련된정책적자료로사용됨을목적으로수행하였다.

표1.15-44세유배우부인의피임방법별피임실천율(1976년-2003년)
(단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피임방법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난관수술         4.1     14.5   23.0   31.6   37.2   35.3   28.6   24.1   18.3  15.6 

정관수술         4.2     5.9      5.1     8.9   11.0   12.0   11.6   12.7   13.0  15.7 

자궁내장치    10.5     9.6      6.7     7.4    6.7     9.0    10.5   13.2   13.7  16.1 

먹는 피임약     7.8     7.2      5.4     4.3    2.8     3.0     1.8     1.8     2.1   2.0

콘돔               6.3     5.2      7.2     7.2   10.2   10.2   14.3   15.1   16.5   8.5

기타              11.3   12.1    10.3   11.0    9.2     9.9   10.6   13.6   15.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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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연구의목적은기존의연구결과들을검토하여우리나라기혼여성의영
구적피임률과 그 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사회경제적특성,산과적특성,
문화 가치관 특성에 따라 밝혀내고 영구적 피임 실천시기의 결정요인을 분석
해보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이론적고찰과선행연구를통하여영구적피임실천결정에영향을미
치는사회경제적특성,산과적특성,문화가치관특성을파악한다.

둘째,영구적 피임 시기 결정을 설명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가설들을 설
정하고,영구적 피임실천 결정요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다음,영
구적피임실천시기요인에대해서생존분석을통하여가설들을검정한다.



- 5 -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정정정의의의

피임(contraception):사회적인구문제,경제적생활난,어머니의건강보호,우생
학적 개량을 목적으로 인공적 혹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태 또는 출산의 제한
이나 조절을 하는 일을 의미하며,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을 포함하는 영구적 피
임방법과그외의방법인비영구적피임방법이있다.

영구적 피임(sterilization):남성과 여성의 성 세포 통로를 차단하여 양성의 성
세포의결합을저지함으로서수태를예방하는것으로본연구에서는여성의난
관수술과남성의정관수술을의미한다(배은경외,1986).

비영구적피임:영구적피임방법을제외한 먹는피임약,콘돔등의일시적인모
든방법을의미한다.

영구적 피임시기(thetimingofsterilization):남성과 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가
지지 않을 목적으로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을 한 시기를 의미하며,본 연구에
서는결혼이후영구적피임이일어난시기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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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외외외국국국의의의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Rajaram etal.(2004)은 인도의 세 지방(Goa,Kerala,AndhraPrade)에서
적어도 한번의 출산경험이 있는 15-4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영구적 피임에 있
어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특성이 얼나마 중요한지를 연구하였다.영구적 피임
시기는 결혼 후 영구적 피임을 시행한 시점까지로 계산하였고 영구적 피임시
기의 중간값은 Goa,Kerala,AndhraPradesh에서 결혼 후 각각 22년,11년,14
년 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요인을 생존분석한 결과,관련된 요인으로는 거주지
역,종교,부인과배우자의 교육수준,초혼연령,첫출산나이,현존 자녀수,현존
아들수로나타났다.또한AndhraPradesh에서는부인의 55%가 30세이전에영
구적 피임을 하며,Kerala와 Goa에서는 각각 48%,23%가 30세 이전에 영구피
임을 하였고,결혼 후 10년안에 영구피임을 시행한 비율은 Goa,Kerala,
AndhraPradesh에서각각23%,47%,34%였다.

Goldeckeretal.(2001)은 미국의 NSFG(Nationalsurvey offamily
growth,1995)자료를 바탕으로 1990-1995년,40세 이전에 영구 피임을 한 799
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나이,임신력(parity),인종,교육상태,거주지,원하지 않
는 출산경험(experienceofanunwantedbirth)여부,calenderperiod를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상태(unionstatus)와 결혼력(maritalhistory)의 상호작용이 영
구적 피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분석방법은 콕스의 비례위험
모형 생존분석을 사용하였고 결과에서 결혼했거나 동거중인 여성보다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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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의 영구적 피임실천이 25%정도 낮았다.백인에 비
해 흑인이 약1.5배 영구적 피임실천이 높았으며,원하지않는출산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영구적 피임실천이 27%정도 감소하였다.고등학교 학력에 비해
대학이상에서 영구적 피임실천이 감소하였고 임신력이 증가함에 따라 영구적
피임실천도 증가하였다.연구대상자에 결혼한 여성뿐 아니라 이혼,재혼,동거
중인여성을포함시킨것이기존 연구와의다른 점이다.

Bumpassetal.(2000)은 미국의 NSFG와 NSFG(Nationalsurveyof
familiesandhouseholds)자료를 바탕으로 10,847명의 여성과 5,227명의 남성
을대상으로영구적피임결정에어떤요인들이관여하는지에대해로지스틱회
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총임신횟수,남편과의 나이차이,마지막 출산
시 나이,결혼기간,결혼력,첫출산나이,원하지 않은 임신여부,유산여부,인종,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총 임신횟수,남편과의 나이차이,교육수준,종교
가영구적피임결정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Warrenetal.(1986)은 Puertorico에서 20-49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영구피임률과앞으로의영구피임경향,영구피임과관련된사회경제적및인구
학적 변수들을 연구하였다.측정방법으로 조사이전에 발생한 영구피임을 관찰
하는 단일측정법과 조사 이전 5년간에 일어난 영구피임을 관찰한 종합적 측정
법의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전자의 방법은 과거에 발생한 영구피임의 효
과를 측정할 수 있으나 관심도나 접근성에 따른 변화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방법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후자의 방법은 가장 최근의 영구피임 효
과를측정할수 있는 방법이나영구피임율이 5년동안 같은 비율로 유지될것이
라는 가정이 존재하는방법이다(Westoff,1979).연구결과,영구피임율이 5년간
(1978년부터 1982년)5.7%정도 증가하였다.또한 영구피임과 관련된 변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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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나이,첫출산나이는음의상관관계가존재하였고현존자녀수와총임신횟
수는강한양의상관관계가존재하였으며,천주교가아닌집단에서영구피임율
이 높게 나왔다.이는 Presser(1980)와 Vazquez및 Morales(1982)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변수와 영구적 피임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연구결과
와일치한다.

Manhosoetal.(2005)은 브라질에서 정관수술이 1996년도에 합법화 되었
는데도 수술율이 4.4%미만이라는 통계를 본 후,정관수술율이 낮은 원인을 살
펴보고자수술을받은남성들의경험에대하여조사연구를하였다.정관수술을
받은남성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보면,교육수준이높을수록,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천주교인집단이많았다.

2...국국국내내내의의의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우리나라의영구피임에관한연구는1996년6월인구증가억제정책이폐지
될 까지 출산력 저하를 목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연구도 단순히
요인을알아내는연구가대부분이었다.출산율저하로인구정책이전환된이후
에도영구피임에대한연구는보건사회연구의보고서외에는별로진행되지않
았다.

김승권 등의 15-49세의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2000,2003)를 보면 난관 및 정관수술 등의 영구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부인연령이높을수록상승하였다.이와같은경향은나이가많은연령층에서는
이미 원하는 자녀를 갖고 단산을 원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수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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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의 피임실천율이 높았고 정관수술은 학력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현존자녀수에 따른 영구피임 실천율은 연령에
따른실천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를 1명 가진부인들의 경우는연령
이 높아질수록 불임수술 실천율이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자녀가 2명인 부인
의경우는1명의자녀를가진부인에비하여불임실천율이훨씬높았다.

서문희 등(1993)의 피임실천 및 방법별 사용에 관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1968년부터1991년까지의 5개년도 피임관련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제 변수가 피임실천 및 피임방법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
음을보여준다.정도면에서는연도별로차이를보이나1988년이독립변수와피
임실천간의 관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991년 조사에서는 다시 관
련성이 강한 쪽으로 회복되는 양상이다.연령은 1974년에 남녀 영구적 피임에,
1982년이후에는정관수술에유의한영향을주었고,교육수준은1968년을제외
하고는 여성의 영구적 피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종교에서는 기독교나 천주교
를믿는사람들이그렇지않은사람들보다피임실천가능성이높았는데1991년
남녀 영구적 피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인의 현 취업상태도 여성
영구적 피임에 영향을 주었다.주택소유여부는 대체로 관계가 없었으며,남편
교육수준과직업에서도유의한관련성을보였다.결혼기간은1991년에양의방
향으로유의한영향이있음을보였는데이는불임수용의누적효과로생각된다.
자녀수 및 현존 아들 수는 영구적 피임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정관수술의 경
우,현존자녀수는무관하나아들수와는유의한 관계를보여남성불임수술수
용에 있어서 현존 아들은 거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닌가 하겠다.인공임신중절
횟수는 5개년도 중 1968년과 1982년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고 1988년과 1991년
에는정관수술에서음의방향으로유의한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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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경등(1986)은여성불임술수용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하여연구를
하였다.불임술 수용 부인과 미수용 부인군으로 나누어 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불임술 수용 유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종교,교육정도,직업,가
족의구조,경제상태,남아및여아의수,인공임신중절횟수등의변수들이건강
신념변수의 측정치 및 불임술 수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ANOVA및 t검
정을 통해 분석하였다.불임술 수용군과 미수용군에서 모두 연령에 따라 민감
성측정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미수용군에서는 연령 외에도 인공임신중
절 횟수 및 경제상태,교육정도에 따라 장애성 측정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김용준(1977)은경남일부지역의난관불임술을받은 167명의부인들을대
상으로 그들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평균연령은 미니랲수술을 받은 부
인이33.8세,복강경수술을받은부인이33.6세로차이가없었으며,교육정도별
분포는 전자의 경우 초졸이 많았고 후자의 경우 중졸이 많았다.현존 자녀수는
전자가3.6명,후자가3.2명이었고아들과딸의구성에서평균아들수는미니랲
수술과복강경수술을받은부인이1.9명이었고딸은전자가1.5명,후자가1.3명
이었다.임신 및 인공유산횟수에서는미니랲수술은받은 부인의경우 각각 4.9
회와1.1회였으며복강경수술은받은부인은5.5회와2.4회였다.

이상의연구에서살펴보았듯이,영구적피임실천의결정요인에있어요인
을 찾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및 산과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
거나 대상자를 어느 기관이나 지역에 한정하여 영구적 피임실천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을 뿐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살펴본 전국적인 연
구는 드물다.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구적 피임실천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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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횡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종적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영구적피임실천을 사회경제적 요인,산과적요인 및 문화
가치관 요인을 다각도로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구적 피임 실천 및 시
기에관한다변량분석을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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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개개개념념념적적적틀틀틀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산과적 요인,문화가치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1차적으로 종속변수인 영구적피임실천에미치는요인을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2차적으로영구적 피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존
분석을통하여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요인은 영구적 피임 실천과 시기 결정에 직

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산과적 요인과 같은 생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
적으로 영구적 피임시기에 영향을 주기도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만을분석대상을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영구적 피임실천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였다.결정요인 들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다.가설을 설정한 후,이
들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선별하여 변수로 사용한다.
<그림1>과같이영구적피임실천및시기결정요인을각각로지스틱회귀분석
과생존분석을통하여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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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피임피임피임피임
실실실실 천천천천

사회사회사회사회●●●●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요인요인요인요인

산과적산과적산과적산과적 요인요인요인요인

문화적문화적문화적문화적 요인요인요인요인

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피임피임피임피임
시시시시 기기기기

생생생생

존존존존

분분분분

석석석석

로로로로

지지지지

스스스스

틱틱틱틱

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피임피임피임피임
실실실실 천천천천
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피임피임피임피임
실실실실 천천천천

사회사회사회사회●●●●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요인요인요인요인

산과적산과적산과적산과적 요인요인요인요인

문화적문화적문화적문화적 요인요인요인요인

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피임피임피임피임
시시시시 기기기기
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피임피임피임피임
시시시시 기기기기

생생생생

존존존존

분분분분

석석석석

로로로로

지지지지

스스스스

틱틱틱틱

그림1.연구의개념적틀

표2.사회경제적,산과적및문화가치관에따른변수

사회경제적 요인 현재연령, 교육수준, 종교, 현재 거주지

남편 현재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종교, 남편 직업
산과적 요인 총 임신횟수, 인공유산횟수, 현존 아들수, 현존 딸수 

결혼기간, 초혼나이 

문화가치관 요인 남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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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가가가...영영영구구구적적적피피피임임임실실실천천천

가설1:교육수준이높을수록영구적 피임실천이감소할것이다.
교육수준은사회경제적계층의특성을잘반영하는것으로영구적피임실천

양상에기존의연구마다차이를보인다.Rajarametal.(2004)은부인과남편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김승권 등
(2004)의 보고서에서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오히려 감소하
였으며,Bumpassetal.(2000)의연구에서도교육수준이증가할수록영구적피
임실천이 감소하였다.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감소할것이라고생각하였다.

가설2:총임신횟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 피임실천이증가할것이다.
Warrenetal.(1986),Bumpassetal.(2000),Goldeckeretal.(2001)의연구에

서는 총 임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영구피임 실천이 증가하였다.따라서 총 임신
횟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실천이증가할것이라생각하였다.

가설3:현존아들수가많을수록영구적피임임실천이증가할것이다.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특히 아들인지,딸인지에 따라 영구적 피임실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 문화적 배경에 남아선호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따라서 남아선
호가 있을 경우 영구적 피임을 더 적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Rajaram 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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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Warrenetal.(1986)의 연구와김승권등(2003),서문희등(1993)의연구
에서는현존자녀수가증가할수록특히현존아들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
실천이 증가하였다.따라서 현존 아들 수가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증
가할것이라생각하였다.

가설4:결혼기간이길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빨라질것이다.
서문희 등(1993)의 연구에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증

가하였다.따라서결혼기간이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이증가할것이라생각하
였다.

가설5:초혼연령이이를수록영구적피임실천이감소할것이다.
Rajaram etal.(2004)의 연구에서는 결혼나이가 이를수록 영구적 피임실천

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특히 초혼연령이 18세 이전이라면 30세 이전에 영구
피임율이 높았고,21-24세에 결혼했다면 결혼 후 10년 안에 영구피임비율이 높
았다.

나나나...영영영구구구적적적피피피임임임실실실천천천시시시기기기

가설1:교육수준이높을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늦어질것이다.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감소한다면,같은 이유로 시기

가늦어질것이라가정하였다.

가설2:총임신횟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실천시기가빨라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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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증가한다면,같은 이유로 영
구적피임실천시기가빨라질것이라생각하였다.

가설3:현존아들수가많을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빨라질것이다.
현존아들수가많을수록영구적피임실천이증가한다면,같은이유로현존아
들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더빨라질것이라생각하였다.

가설4:결혼기간이길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빨라질것이다.
결혼기간이길수록영구적피임실천이증가한다면,같은이유로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영구적피임시기가빨라질것이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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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및및및분분분석석석

가가가...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본 연구는 1964년 이래 18번째로 실시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이 조사는 2000년 6월 19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15-64세유배우부인8,935명에대하여 조사를완료하였다.동조사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연구진이설계한조사표를기초로사전에철저히훈련된전문조
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조사원은 사전에 표본 추출된 조사 지역의 모든
가구를직접방문하여조사대상자를대상으로한직접면접조사의형태를취하
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임신출산피임과 관련된 사항,가족 복지 및 가족가치
관 자료를 이용하였다.이 자료 조사에 응답한 8,935명 가운데 15-49세 사이의
유배우초혼부인5,761명중영구적피임실천의유무가불확실했던 1,157명을
제외한 4,604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대상자를 초혼부인만을 대상으로
한이유는좀더동질적인대상자를선택하기위함이며재혼부인을대상자로포
함시킬 경우,재혼 이전의 결혼에서 영구적 피임실천을 한 경우가 생기므로 대
상자를초혼부인으로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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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총총 8,935名名名名 총총총총 5,761名名名名 총총총총 4,604 名名名名

15세세세세~49세세세세

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부인부인부인부인

초혼초혼초혼초혼

In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1,157名名名名

총총총총 8,935名名名名 총총총총 5,761名名名名총총총총 5,761名名名名 총총총총 4,604 名名名名총총총총 4,604 名名名名

15세세세세~49세세세세

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부인부인부인부인

초혼초혼초혼초혼

Inclusion criteria

15세세세세~49세세세세

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부인부인부인부인

초혼초혼초혼초혼

In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1,157名名名名

그림2.연구대상자

나나나...변변변수수수의의의내내내용용용

111)))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본연구의종속변수는영구적피임실천과영구적피임실천시기이다.

222)))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특성,산과적 특성,문화가치관 특성에 따
라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분석자의 예측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변수를
선택하는데 이외의 변수는 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더하여 선택하거나 의미
없는변수는분석대상에서제거하기도하였다.범주분류는 보건사회연구원자
료를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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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인인인 및및및 남남남편편편의의의 현현현재재재연연연령령령 :조사 당시의 부인 및 남편의 연령을 의미하며,본
연구에서는 부인에서는 30세미만,30세-34세,35세-39세,40세-44세,45세 이상
의다섯범주로나누었고30세미만을기준범주로삼았다.남편에서는대상자의
부족으로 30세미만과 35세미만을 합하여 35세미만으로 하여 네 범주로 나누었
고35세미만을기준범주로삼았다.
부부부인인인 및및및 남남남편편편의의의 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영구피임 실천 및
시기에 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에본연구의변수로사용하였다.본연구에서
는초졸이하,중졸이하,고졸이하,전문대이상의네범주로나누었으며,초졸이
하를기준범주로삼았다.
부부부인인인 및및및 남남남편편편의의의 종종종교교교 :부인과 남편의 종교가 영구피임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살펴보기위하여변수로사용하였다.본연구에서는기타종교와천주
교의대상자부족으로무교와기타종교를 합하였고기독교와천주교를합하여
무교 및 기타종교,불교,기독교 및 천주교의 세 범주로 나누었고 무교 및 기타
종교를기준범주로삼았다.
현현현재재재거거거주주주지지지 :::거주하는 지역도 영구적 피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시화
및 현대화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 변수를 선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읍면지역으로나누고도시지역을기준범주로삼았다.
남남남편편편직직직업업업:남편직업이영구피임결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기위하
여 변수로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고위공무원 및 관리직,전문직을 하나의
범주로 준전문직및사무직을 하나의범주로,서비스및판매직을또 하나의범
주로,농임어업직을 한 범주로,기능직,기계장치조작원 및 단순노무직을 포함
한 기타를 기타직업으로 나누어 총 다섯범주로 나누었고 고위공무원 및 관리



- 20 -

직,전문직을기준범주로삼았다.
총총총 임임임신신신횟횟횟수수수:총 임신횟수가 영구적 피임실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선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0회와 1회의대상자가 부족하여 0회,1회,2
회를 합하여 2회이하로 하였으며,2회 이하,3회,4회 이상의 세 범주로 나누었
으며2회이하를기준범주로삼았다.
인인인공공공유유유산산산경경경험험험횟횟횟수수수:인공유산경험횟수가 영구적 피임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살펴보고자변수로 선택하였다.0회,1회,2회 이상의세 범주로나누
었으며0회를기준범주로삼았다.
현현현존존존 아아아들들들수수수:현존 아들수가 영구적 피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로 선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0명,1명,2명 이상의 세 범주로 나누었으며,0명
을기준범주로삼았다.
현현현존존존딸딸딸수수수:현존아들수와더불어현존딸수가영구적피임에영향을끼치는
지알아보고자변수로선택하였다.본연구에서는0명,1명,2명이상의세범주
로나누었으며,0명을기준범주로삼았다.
결결결혼혼혼기기기간간간:현재연령에서초혼당시의나이를뺀것을의미하며,본연구에서는
5년 미만,5년-9년,10-14년,15-19년,20년 이상의 다섯 범주로 나누었고 5년 미
만을기준범주로삼았다.
초초초혼혼혼나나나이이이 :첫번째 결혼을 했을 당시의 연령을 의미하며,본 연구에서는 20세
미만,20-24세,25-29세,30세 이상의 네 범주로 나누었고 20세 미만을 기준범주
로삼았다.
남남남아아아선선선호호호:남아선호는"아들한명은꼭있어야한다"는의견에대한견해를사
용하였으며,선호가 없는 경우와 선호가 있는 경우로 나누었다.남아선호가 없
는경우를기준범주로삼았다.



- 21 -

현현현존존존 아아아들들들 수수수 ***현현현존존존 딸딸딸수수수 :현존 아들수와 현존 딸수의 상호작용의 효과
(interactioneffect)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존 아들수*현존 딸수”의 변수를 만
들어 9개로 분류하였으며,현존 아들 수 1명과 현존 딸수 1명을 기준범주로 삼
았다.
총총총 임임임신신신횟횟횟수수수 ***결결결혼혼혼기기기간간간 :총 임신횟수와 결혼기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총 임신횟수*결혼기간”의 변수를 만들어 15개로 분류하였고,
총임신횟수2회미만과결혼기간5년미만을기준범주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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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영구피임실
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다음
영구피임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간에 따른 위험(hazard)의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sproportionalhazardmodel)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통해분석하였다.

분류된 각 변수에 따른 영구적 피임실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하였다.다음,영구적 피임실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알아보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고,같은변수들이영
구적 피임시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최종적으로 비례
위험회귀모형생존분석을실시하였다.

가가가...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본연구의분석방법으로이방법을사용한데는두가지이유가있다.첫째,
연구목적이영구적피임이라는종속변수에대한사회인구학적,산과적및문화
적 독립변수들의영향력을파악하고자하는다변수분석이므로다변수분석방
법 중의 하나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둘째,여러 다변수 분석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분석자료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로지스틱 회귀
분석방법은종속변수가이분화된명목변수로불균형하게분포되어있고,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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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명목변수와 연속변수가 섞여 있을 경우에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
치는 비선형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Hasmer&Lemeshow,
1989).따라서본연구의종속변수가영구적피임실천여부로이분화되어있고,
독립변수들이 명목변수 및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생
각된다.본연구에서는로지스틱반응함수에서개별독립변수의효과를오즈비
에대한해석을사용하였다.

나나나...생생생존존존분분분석석석

영구적피임실천 시기를 고려한 콕스의 비례위험모형 생존분석은 영구적
피임을 이미 했거나 조사당시 영구적 피임을 하지 못한 대상 모두를 고려하여
중도절단된자료를이용하는방법이다.

생존분석을하기위해서먼저종속변수인영구적피임실천시기에대한정
확한이해를 필요로한다.본 연구는 결혼 이후영구적피임이 일어난시기까지
의기간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생존분석에서는 모든 연구대상의 관찰시간을 알아야 하고 또한 중도절단
여부를명확히알아야하므로연구를시작하기전에다음사항들을검토하여야
한다.생존시간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지,정확한 생존시
간을 측정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및 사건의 발생여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영구적 피임시기는 결혼 이후 영구적 피임이 일어난
경우를기준으로한다.여기서생존시간을측정할수있고,사건발생여부인영
구적피임을하지않은경우와확실히구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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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시작점시작점시작점
((((결혼결혼결혼결혼))))

종료점종료점종료점종료점
(2000.08.31)(2000.08.31)(2000.08.31)(2000.08.31)

시작점시작점시작점시작점
((((결혼결혼결혼결혼))))

종료점종료점종료점종료점
(2000.08.31)(2000.08.31)(2000.08.31)(2000.08.31)

그림3.생존분석의틀

다다다...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효효효과과과(((iiinnnttteeerrraaaccctttiiiooonnneeeffffffeeecccttt)))

유의하게 나온 변수 중 현존 아들수와 현존 딸수,총 임신횟수와 결혼기간
의상호작용의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 현존아들수*현존딸수,총임신횟수*
결혼기간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연구는SASversion9.0의LOGISTIC,PHREG프로시져를이용하여분석
하였다.PROCLOGISTIC은 영구적 피임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PROCLIFETEST는 비모수적 생존함수의 추정을
위해 사용하였으며,PROCPHREG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동시에 알아보는
다변량분석(multivariateanalysis)을위해Cox모형을이용한생존분석을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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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특특특성성성

15-49세 유배우 초혼인 여성 4,60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표3>에
정리하였다.부인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13.12%로 가장 적고,35-39세가
27.09%로 가장 많았으며,30-34세가 21.79%,40-44세가 24.33%,45세 이상
13.68%를 차지 하였다.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
인이 48.48%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1.69%로 가장 적었다.부인
의 종교별로 보면 종교가 없거나 기타종교인 사람이 39.55%로 가장 많았고,불
교가 28.89%,기독교 및 천주교가 31.56%를 차지 하였다.현재 거주지 별로는
도시지역이84.3%였고,읍면지역이15.7%였다.
대상자 부인의 남편 특성을 보면,35세 미만이 21.2%로 가장 적었고 45세

이상이 29.35%로 가장 많았다.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가
43.66%로 가장 많았고,초등학교 졸업자 이하가 8.1%로 가장 적었다.종교별로
는종교가없거나기타종교인사람이49.89%,불교가26.78%,기독교및천주교
가23.33%였다.직업별로는고위공무원,관리직,전문직이 16.08%,준전문직및
사무직이 19.16%,서비스 및 판매직이 17.93%,농임어업직이 8.78%,그외 기타
직업이38.06%였다.
부인의 총 임신횟수별로 보면,2회이하가 40.25%,3회가 26.28%,4회이상

이33.47%를차지했으며,인공유산횟수는0회가24.04%,1회가41.7%,2회이상
이34.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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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아들수별로는0명이20.63%,1명이54.24%,2명이상이25.13%였고현
존딸수별로는0명이31.28%,1명이46.31%,2명이상이22.42%였다.
결혼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11.6%,5-9년이 19.77%,10-14년이 22.71%,

15-19년이 22.19%,20년 이상이 23.73%였다.초혼 나이 별로는 20-24세가
56.67%로가장많았고30세이상이2.24%로가장적었다.
남아선호별로는대상자의49.26%가남아선호가없었고50.74%가있었다.

222...특특특성성성에에에따따따른른른영영영구구구적적적피피피임임임실실실천천천과과과의의의관관관계계계

각 특성에 따른 영구적 피임과의 관계를 보면 <표3>와 같다.부인과 남편
의 연령에 따른 영구적 피임 실천을 보면,부인이 30세 미만에서 8.61%,남편이
35세미만에서 12.5%만 영구적 피임을 했던 것에 반해 45세 이상에서는 각각
76.67%와 71.95%로,연령이 증가 할수록 영구적 피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한연관성이있었다(p<0.01).

교육수준별영구적피임실천을보면,부인과남편의교육수준이초등학교
졸업 이하일 때 영구적 피임실천은 70.26%,68.36%였던 것에 반해 전문대 이상
에서는 각각 27.64%와 32.45%만이 영구적 피임을 한 것으로 보아 학력이 높을
수록 영구적 피임을 한 경우가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
였다(p<0.01).

종교별 영구적 피임실천을 보면,부인과 남편의 무교 및 기타종교가
40.47%,42.19%,불교가 49.47%,48.26%,기독교 및 천주교가 46.25%,46.83%로
종교별차이가있었으며이는통계학적으로도유의하였다.

남편직업별 영구적 피임실천을 보면,고위공무원,관리직 및 전문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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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준전문직및사무직이33.37%,서비스및판매직이43.80%,농임어업직
이 62.27%,기타직업이 48.63%로 직업간 차이가 있었으며,이는 통계학적으로
도유의하였다(p<0.01).

총 임신횟수별 영구적 피임실천을 보면,2회이하에는 38.32%,3회에서
50.58%,4회이상에서는 48.35%가 영구적 피임을 하였으며,인공유산횟수에서
는 0회가36.43%,1회가 44.99%,2회 이상에서는 48.34%가영구적피임을 하였
다.

현존 아들수에서는 0명일 때 23.37%만이 영구적 피임을 하나 1명일
46.9%,2명이상 일때는 58.25%로 아들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구적 피임도 증가
함을 알 수 있으며,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그러나 현존 딸
수에서는 0명일떄 43.26%,1명일 때 47.42%로 증가하였으나 2명이상에서는
41.96%로감소하고있다.

결혼기간별 영구적 피임실천을 보면,5년 미만에서는 4.12%만이 영구적
피임을 하나 20년 이상에서는 77.38%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영구피임실천
도 증가하고 있으며,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초혼나이별로
는20세미만에서첫결혼을한경우66.59%가영구적피임을하였으나30세이
상에서 첫 결혼을 한 경우에는 25.24%로 늦게 결혼할수록 영구적 피임 실천율
이 낮아지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1).문화가치관 특성과 영
구적 피임 실천을 보면,남아선호가 없는 부인의 경우 40.04%보다 남아선호가
있는부인의경우49.53%로영구적피임이약간높게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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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사회경제적,산과적및문화적특성에따른영구피임실천(단위:n,%)

(표계속)

변수 분류 빈도 백분율

영구적 피임

χ2/t값
유의

확률
하지 않은

 경우

(n=2537)

한 경우

(n=2067)

부인연령

평균±표준편차 37.05±6.20 34.43±5.83 40.27±5.01 -36.01 <0.01

30세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604

1003

1247

1120

630

13.12

21.79

27.09

24.33

13.68

552(91.39)

757(75.47)

701(56.21)

380(33.93)

147(23.33)

52(8.61)

246(24.53)

546(43.79)

740(66.07)

483(76.67)

950.35 <0.01

남편연령

평균±표준편차 40.47±6.91 37.66±6.46 43.92±5.79 -34.22 <0.01

35세미만

35-39세

40-44세

45세이상

976

1065

1211

1351

21.20 

23.14

26.31

29.35

854(87.50) 

715(67.14)

588(48.55)

379(28.05)

122(12.50) 

350(32.86)

623(51.45)

972(71.95)

896.92 <0.01

부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538

792

2232

1042

11.69

17.20

48.48

22.63

160(29.74)

284(35.86)

1339(59.99)

754(72.36)

378(70.26)

508(64.14)

893(40.01)

288(27.64)

405.46 <0.01

남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373

606

2010

1615

8.10

13.16

43.66

35.08

118(31.64)

205(33.83)

1123(55.87)

1091(67.55)

255(68.36)

401(66.17)

887(44.13)

524(32.45)

295.59 <0.01

부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821

1330

1453

39.55

28.89

31.56

1084(59.53)

672(50.53)

781(53.75)

737(40.47)

658(49.47)

672(46.25)

26.75 <0.01

남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2297

1233

1074

49.89

26.78

23.33

1328(57.81)

638(51.74)

571(53.17)

969(42.19)

595(48.26)

503(46.83)

14.08 <0.01

남편직업

고위공무원/전문직

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직

기타

694

827

774

379

1643

16.08

19.16

17.93

8.78

38.06

431(62.10)

551(66.63)

435(56.20)

143(37.73)

844(51.37)

263(37.09)

276(33.37)

339(43.80)

236(62.27)

799(48.63)

113.70 <0.01

현재 거주지
도시

읍·면

3381

723

84.30

15.70

2159(55.63)

378(52.28)

1722(44.37)

345(47.72)
2.76 0.09

총임신횟수

평균±표준편차 3.04±1.49 2.87±1.57 3.25±1.37 -8.65 <0.01

2회이하

3회

4회이상

1853

1210

1541

40.25

26.28

33.47

1143(61.68)

598(49.42)

796(51.65)

710(38.32)

612(50.58)

745(48.35)

55.6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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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표3.사회경제적,산과적및문화적특성에따른영구피임실천(단위:n,%)

변수 분류 빈도 백분율

영구적 피임

χ2/t값
유의

확률
하지 않은

 경우

(n=2537)

한 경우

(n=2067)

인공유산

횟수

평균±표준편차 1.27±1.14 1.20±1.13 1.37±1.15 -4.00 <0.01

0회

1회

2회이상

656

1138

935

24.04

41.70

34.26

417(63.57)

626(55.01)

483(51.66)

239(36.43)

512(44.99)

452(48.34)

22.84 <0.01

현존 아들수

평균±표준편차 1.06±0.71 0.91±0.71 1.24±0.66 -15.84 <0.01

0명

1명

2명이상

950

2497

1157

20.63

54.24

25.13

728(76.63)

1326(53.10)

483(41.75)

222(23.37)

1171(46.90)

674(58.25)

265.45 <0.01

현존 딸수

평균±표준편차 0.96±0.84 0.96±0.83 0.96±0.84 -0.23 0.82

0명

1명

2명이상

1440

2132

1032

31.28

46.31

22.42

817(56.74)

1121(52.58)

599(58.04)

623(43.26)

1011(47.42)

433(41.96)

10.64 0.01

결혼기간

평균±표준편차 13.70±7.10 10.42±6.27 17.72±5.90 -40.31 <0.01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534

910

1045

1021

1092

11.60

19.77

22.71

22.19

23.73

512(95.88)

719(79.01)

664(63.54)

395(38.69)

247(22.62)

22(4.12)

191(20.99)

381(36.46)

626(61.31)

845(77.38)

1176.36 <0.01

초혼나이

평균±표준편차 23.35±2.95 24.00±2.90 22.55±2.80 17.22 <0.01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세이상

446

2608

1445

103

9.69

56.67

31.40

2.24

149(33.41)

1310(50.23)

1001(69.27)

77(74.76)

297(66.59)

1298(49.77)

444(30.73)

26(25.24)

243.27 <0.01

남아선호
없음

있음

2258

2326

49.26

50.74

1354(59.96)

1174(50.47)

904(40.04)

1152(49.53)
41.7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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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영영영구구구적적적피피피임임임실실실천천천의의의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영구적 피임 실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4,296명을
대상으로로지스틱회귀분석을하였다.

다른요인을모두통제한상태에서부인연령,부인교육수준,총임신횟수,
현존아들수,현존딸수,결혼기간,초혼나이가영구적피임실천에유의하게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표4).

부인연령에서 영구적 피임을 실천할 확률이 30세 미만에 비해 30-34세는
1.8배(p<0.01),35-39세는 2.0배(p=0.01),40-44세는 2.6배(p<0.01),45세 이상은
2.9배로증가하였다(p<0.01).

부인교육수준에서영구적피임을실천할확률이초졸이하에비해고졸이
하가 약 0.3배정도 감소하고 있으며(p=0.01),전문대 이상에서는 약 0.6배정도
감소하고있다(p=0.01).

총임신횟수에서는 영구적피임을실천할확률이2회이하에비해 3회가
약0.2배정도감소하고있으며(p<0.02),4회이상에서는 약0.5배정도감소하였
다(p<0.01).
현존 아들 수에서는 0명에 비해 영구적 피임을 실천할 확률이 1명에서는

1.9배 증가하였고(p<0.01)2명 이상에서는 3.5배 증가하였다(p<0.01).현존 딸
수에서는0명에 비해 영구적 피임을실천할 확률이 1명에서 1.5배 증가하였다
(p<0.01).
결혼기간에서는 5년 미만에 비해 영구적 피임을 실천할 확률이 5년-10년

미만이 3.7배(p<0.01),10-15년 미만이 6.5배(p<0.01),15-20년 미만이 15배
(p<0.01),20년이상이25.6배정도증가하고있다(p<0.01).

초혼나이에서는 20세 미만에 비해 25-29세에서 영구적 피임 실천이 약 0.3
배정도감소하고있다(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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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아들수와 현존 딸수의 상호작용의 효과(interactioneffect)를 알아보
기위하여“현존아들수*현존딸수”의변수를만들었으며다른요인을모두통
제하여얻은오즈비결과는표5,그림3과같다.

현존 딸 수 1명과 현존 아들 수 1명을 기준범주로 하였을 때,현존 아들 수
와 현존 딸 수 모두 2명 이상일 때 상대적 오즈비가 1.6배로 가장 컸으며,현존
딸수가증가하는것보다는현존아들수의증가가상대적오즈비의값을크게
하고 있다.즉,현존 딸 수1명,현존 아들 수 1명일 때에 비해 현존 딸 수만 2명
이상일때는영구적피임실천이약0.7배정도감소하고있으나,현존아들수만
2명이상일때는영구적피임실천이약1.2배정도증가하고있다.다시말해,영
구적 피임실천에현존딸수보다는현존아들수가유의하게영향을미치고있
다.

총 임신횟수와 결혼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임신횟
수*결혼기간”의 변수를 만들었으며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하여 얻은 오즈비
결과는표6,그림4와같다.

총임신횟수 2회이하,결혼기간 5년미만에비해결혼기간이 20년이상이
고총임신횟수가2회이하일때오즈비가44.8배로가장컸으며,결혼기간이증
가함에 따라 영구적 피임실천은 증가하고 있으며,총 임신횟수가 증가함에 따
라서는5년미만에서만영구적피임실천이증가하고있고결혼기간이5년이상
에서는모두총임신횟수가증가함에따라영구적피임실천이감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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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영구적피임실천의결정요인:로지스틱회귀분석

*p<0.05　**p<0.01***p<0.001

변수 분류 오즈비 95%신뢰구간

부인연령
30세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
1.83**
1.96**
2.59**
2.87**

1.23-2.72
1.19-3.23
1.44-4.68
1.45-5.67

남편연령
35세미만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
1.08
1.04
0.99

0.80-1.48
0.72-1.51
0.64-1.51

부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
0.75
0.70*
0.58*

0.53-1.06
0.48-0.99
0.38-0.88

남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
1.27
1.03
0.93

0.86-1.87
0.70-1.53
0.60-1.45

부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
0.94
1.13

0.65-1.34
0.88-1.46

남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
0.96
1.01

0.67-1.36
0.77-1.32

남편직업
고위공무원/전문직
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직
기타

1.00
1.05
1.16
0.93
1.14

0.81-1.35
0.89-1.51
0.66-1.33
0.88-1.47

현재거주지 도시
읍·면

1.00
0.85 0.69-1.05

총임신횟수
2회이하
3회
4회이상

1.00
0.80*
0.49***

0.66-0.97
0.41-0.60

현존 아들수
0명
1명
2명이상

1.00
1.90***
3.49***

1.47-2.45
2.45-4.99

현존 딸수
0명
1명
2명이상

1.00
1.52***
1.30

1.20-1.93
0.94-1.80

결혼기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1.00
3.68***
6.46***
15.27***
25.59***

2.22-6.11
3.60-11.57
7.86-29.65
11.90-55.02

초혼나이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세이상

1.00
0.77
0.66*
0.74

0.58-1.02
0.47-0.95
0.38-1.47

남아선호 없음
있음

1.00
0.93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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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현존딸수와현존아들수의상호작용에의한오즈비:로지스틱회귀분석

*p<0.05

0000명명명명
1111명명명명

≥≥≥≥2222명명명명

0000명명명명

1111명명명명

≥≥≥≥2222명명명명

1.201.201.201.20
1.261.261.261.26

1.631.631.631.63

0.550.550.550.55

1.001.001.001.00

0.670.670.670.67

0.000.000.000.00
0.320.320.320.32

0.480.480.480.48

0.000.000.000.00

0.250.250.250.25

0.500.500.500.50

0.750.750.750.75

1.001.001.001.00

1.251.251.251.25

1.501.501.501.50

오즈비

현존 딸수

현존 아들수

그림4.현존아들수와현존딸수의상호작용에의한오즈비1).

1) 로지스틱회귀분석:부인연령,남편연령,부인교육수준,남편교육수준,부인종교,남편종교,남편직업,
현재거주지,총임신횟수,결혼기간,초혼나이,남아선호,현존아들수*현존딸수를사용한모형.
현존아들수1명과현존딸수1명이기준범주.

현존아들수
현존딸수

0명 1명 ≥2명 

0명 <0.01 0.32* 0.48*

1명 0.55* 1.00 0.67*

≥2명 1.20 1.2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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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총임신횟수와결혼기간의상호작용에의한오즈비:로지스틱회귀분석

*p<0.05

<5<5<5<5
5-<105-<105-<105-<10

10-<1510-<1510-<1510-<15
15-<2015-<2015-<2015-<20

≥20≥20≥20≥20

≤≤≤≤2222회회회회

3333회회회회

≥≥≥≥4444회회회회

1.001.001.001.00 4.494.494.494.49

10.5610.5610.5610.56

29.8129.8129.8129.81

44.8344.8344.8344.83

2.722.722.722.72

4.504.504.504.50

7.537.537.537.53

21.3621.3621.3621.36

33.0033.0033.0033.00

8.908.908.908.90

4.254.254.254.25
5.215.215.215.21

10.0610.0610.0610.06

20.7120.7120.7120.71

0.000.000.000.00

5.005.005.005.00

10.0010.0010.0010.00

15.0015.0015.0015.00

20.0020.0020.0020.00

25.0025.0025.0025.00

30.0030.0030.0030.00

35.0035.0035.0035.00

40.0040.0040.0040.00

45.0045.0045.0045.00

오즈비

결혼기간

총 임신횟수

그림5.총임신횟수와결혼기간의상호작용에의한오즈비2).

2) 로지스틱회귀분석:부인연령,남편연령,부인교육수준,남편교육수준,부인종교,남편종교,남편직업,
현재거주지,현존아들수,현존딸수,초혼나이,남아선호,총임신횟수*결혼기간을 사용한모형.
총임신횟수2회이하와결혼기간5년미만이기준범주.

총임신횟수
결혼기간

<5 5-<10 10-<15 15-<20 ≥20

≤2회 1.00 4.89* 10.56* 29.81* 44.83*

3회 2.72 4.50* 7.53* 21.36* 33.00*

≥4회 8.90* 4.25* 5.21* 10.06*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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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영영영구구구적적적피피피임임임실실실천천천시시시기기기의의의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영구적 피임실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
4,244명을대상으로콕스의비례위험모형생존분석을실시하였다.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총 임신횟수,현존 아

들수,결혼기간이영구적피임시기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
다(표7).
부인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전문대 이상에서 위험비가

약0.7배정도낮아지고있다(p=0.01)
총임신횟수에서2회이하에비해3회에서위험비가약0.8배정도낮아지고

있으며(p<0.01),4회이상에서는위험비가0.5배정도낮아지고있다(p<0.01).
현존 아들 수에서 0명에 비해 1명에서 위험비가 약 1.5배 증가하고 있으며

(p<0.01),2명에서는위험비가약1.9배정도증가하고있다(p<0.01).
결혼기간에서 5년 미만에 비해 15-19년에서는 위험비가 2.0배정도 증가하

고 있으며(p=0.02), 20년이상 에서는 위험비가 2.3배정도 증가하고 있다
(p=0.01).
다른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현존 아들수와현존딸수의 상호작용의

효과는표8,표9,그림5에,총 임신횟수와결혼기간의상호작용효과는 표10,표
11,그림6에결과를 정리하였다.

현존 아들 수와 현존 딸 수가 각각 1명에 비해 현존 딸 수가 0명이고 현존
아들 수가 2명이상 일때 위험비는 약 1.8배 정도 증가하며 즉,영구적 피임실천
이 1.8배정도 빨라진다.또한 현존 딸 수가 증가하는 것 보다는 현존 아들 수의
증가가 상대적 위험비를 크게 하고 있다.즉,현존 딸 수1명,현존 아들 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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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에 비해 현존 딸 수만 2명 이상일 때는 영구적 피임시기가 약 26%정도 늦
어지고 있으나,현존 아들 수만 2명 이상일 때는 영구적 피임시기가 약 1.2배정
도 빨라지고 있다(표9,그림5).다시 말해,영구적 피임시기에 현존 딸 수 보다
는 현존 아들 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현존 아들수의 pfor
trend는 유의하나 현존 딸수의 pfortrend는 유의하지 않으며,두 변수의 pfor
interaction또한 유의하지 않다(표8).따라서 현존 딸수*현존 아들 수를 사용한
모형은 적합하지않다.

총임신횟수와결혼기간의상호작용에서는총임신횟수가2회이하이고결
혼기간이 5년 미만에 비해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영구적 피임 시기는 빨
라지고 있으며,총 임신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결혼기간 5년 미만에서만 영
구적피임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결혼기간이 5년이상에서는모두 총임신횟수
가 증가함에 따라 영구적 피임시기도 느려지고 있다(표11,그림 6).총 임신횟
수와 결혼기간의 pfortrend모두 유의하며,두 변수간의 pforinteraction역
시유의수준20%내에서는유의하다(표10).따라서총임신횟수*결혼기간의변
수를사용한모형은유의수준20%내에서는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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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영구적피임시기의결정요인:생존분석

*p<0.05**p<0.01***p<0.001

변수 분류 위험비 95%신뢰구간

부인연령
30세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
1.25
1.20
1.39
1.33

0.88-1.77
0.79-1.82
0.88-2.20
0.81-2.16

남편연령
35세미만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
1.00
0.98
0.96

0.77-1.30
0.73-1.32
0.69-1.32

부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
0.90
0.84
0.72*

0.75-1.07
0.69-1.03
0.56-0.93

남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
1.10
0.99
0.90

0.90-1.35
0.80-1.22
0.70-1.16

부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
0.99
1.04

0.79-1.24
0.88-1.22

남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
0.93
1.06

0.74-1.17
0.89-1.27

남편직업
고위공무원/전문직
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직
기타

1.00
1.03
1.15
0.99
1.13

0.86-1.23
0.96-1.37
0.79-1.23
0.95-1.35

현재거주지 도시
읍·면

1.00
0.95 0.83-1.08

총임신횟수
2회이하
3회
4회이상

1.00
0.76***
0.51***

0.68-0.86
0.45-0.57

현존 아들수
0명
1명
2명이상

1.00
1.47***
1.88***

1.22-1.76
1.49-2.37

현존 딸수
0명
1명
2명이상

1.00
1.09
0.91

0.94-1.26
0.74-1.11

결혼기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1.00
0.88
1.05
1.97*
2.31**

0.55-1.41
0.63-1.75
1.13-3.41
1.27-4.19

초혼나이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세이상

1.00
1.03
0.99
1.22

0.89-1.20
0.80-1.21
0.75-1.96

남아선호 없음
있음

1.00
0.99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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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현존아들수와현존딸수의pfortrend와두변수의pforinteraction.

표9.현존아들수와현존딸수의상호작용(interaction)에의한위험비

*p<0.05

0000명명명명
1111명명명명

≥≥≥≥2222명명명명

0000명명명명

1111명명명명

≥≥≥≥2222명명명명

1.181.181.181.18

1.051.051.051.05

0.920.920.920.92

0.760.760.760.76

1.001.001.001.00

0.740.740.740.74

0.000.000.000.00
0.470.470.470.47

0.600.600.600.60

0.000.000.000.00

0.250.250.250.25

0.500.500.500.50

0.750.750.750.75

1.001.001.001.00

1.251.251.251.25

1.501.501.501.50

위험비

현존 딸수

현존 아들수

그림6.현존아들수와현존딸수의상호작용에의한상대적위험비3)

3) 현존아들수1명과현존딸수1명이기준범주.

현존아들수
현존딸수

0명 1명 ≥2명   

0명 0.00 0.47* 0.60*

1명 0.76* 1.00 0.74*

≥2명 1.18* 1.05 0.92

현존 아들수 현존 딸수
p for 

interaction

위험비 95% 신뢰구간 위험비 95% 신뢰구간

0.37
0명 1.00 1.00

1명 1.47 1.22-1.76 1.09 0.94-1.26

≥2명 1.88 1.49-2.37 0.91 0.74-1.11

p for trend <.0001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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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총임신횟수와결혼기간의pfortrend와pforinteraction.

표11.총임신횟수와결혼기간의상호작용에의한위험비

*p<0.05

<5<5<5<5
5-<105-<105-<105-<10

10-<1510-<1510-<1510-<15
15-<2015-<2015-<2015-<20

≥ 20≥ 20≥ 20≥ 20

≤≤≤≤ 2222회회회회

3333회회회회

≥≥≥≥ 4444회회회회

1.001.001.001.00 1.111.111.111.11

1.521.521.521.52

3.223.223.223.22 3.223.223.223.22

1.821.821.821.82

0.980.980.980.98

1.101.101.101.10

2.222.222.222.22
2.572.572.572.57

4.204.204.204.20

0.870.870.870.87 0.780.780.780.78
1.241.241.241.24

1.791.791.791.79

0.000.000.000.00

0.500.500.500.50

1.001.001.001.00

1.501.501.501.50

2.002.002.002.00

2.502.502.502.50

3.003.003.003.00

3.503.503.503.50

4.004.004.004.00

4.504.504.504.50

위험비

결혼기간

총임신횟수

그림7.총임신횟수와결혼기간의상호작용에의한상대적인위험비4)

4) 총임신횟수2회이하와결혼기간5년미만이기준범주.

총임신횟수
결혼기간

<5 5-<10 10-<15 15-<20 ≥20

≤2회 1.00 1.11 1.52 3.22* 3.22*

3회 1.82 0.98 1.10 2.22* 2.57*

≥4회 4.20* 0.87 0.78 1.24 1.79

총임신횟수 결혼기간
p for 

interaction

위험비 95%신뢰구간  위험비 95%신뢰구간

2회미만 1.00 5년미만 1.00

<0.20

3회 0.76 0.68-0.86 5-9년 0.88 0.55-1.41

4회이상 0.51 0.45-0.57 10-14년 1.05 0.63-1.75

15-19년 1.97 1.13-3.41

20년이상 2.31 1.27-4.19

p for trend <0.01 p for trend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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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설검정

본연구에서설정된가설검정의결과는다음과같다.

(((111)))영영영구구구적적적피피피임임임실실실천천천

가설1:교육수준이높을수록영구적 피임실천이감소할것이다.
부인의 교육수준은 카이스퀘어 분석,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 모두 유

의하게 나왔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감소하였다.따라서
가설1은지지되었다.

가설2:총임신횟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 피임실천이증가할것이다.
카이스퀘어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났으나,총 임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감소하여 가설2
는기각되었다.

가설3:현존아들수가많을수록영구적피임임실천이증가할것이다.
카이스퀘어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현존 아들수가 많을 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증가하였다.따라
서가설3은지지되었다.

가설4:결혼기간이길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빨라질것이다.
결혼기간은 카이스퀘어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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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가설4는지지되었다.

가설5:초혼연령이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실천이감소할것이다.
초혼연령은 카이스퀘어 분석에서유의하게 나왔으나,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는25-29세에서만유의하게나와가설5는부분적으로지지되었다.

(((222)))영영영구구구적적적피피피임임임실실실천천천시시시기기기

가설1:교육수준이높을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늦어질것이다.
카이스퀘어,로지스틱 회귀분석,생존분석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온 변수이

나,생존분석에서 전문대 이상만 유의하게 나 왔다.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
로지지되었다.

가설2:총임신횟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실천시기가빨라질것이다.
카이스퀘어,로지스틱 회귀분석,생존분석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온 변수이

나,생존분석결과총임신횟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실천시가가느려졌다.
따라서가설2는기각되었다.

가설3:현존아들수가많을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빨라질것이다.
현존 아들수는 카이스퀘어,로지스틱 회귀분석,생존분석에서 모두 유의하

게 나왔으며,현존 아들수가 많을수록 영구적 피임시기가 빨라져 가설3은 지지
되었다.



- 42 -

가설4:결혼기간이길수록영구적피임시기가빨라질것이다.
결혼기간 역시 카이스퀘어,로지스틱 회귀분석,생존분석에서 모두 유의하

게 나온변수이나,생존분석에서 15년이상만 유의하게 나와 가설 4는 부분적으
로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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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고고고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관관관한한한고고고찰찰찰

본연구는기존의연구가지역적또는어떤기관에한정된연구가대부분이
었으며,전국적으로 영구적 피임실천 의 결정요인데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별
로 없으며,특히 국내에서 영구적 피임실천 시기의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연구
된바가전혀없다는데의의가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영구적 피임실천시기이며 이는 종단적 자료이

므로생존분석을 사용하고있다.조사대상자 4,604명가운데에는결혼 후조사
시점까지 영구적 피임실천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2,537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를 연구에서 우측절단(rightcensored)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시킴으
로서영구적피임 실천시기를 바르게 계산할 수있어,2,537명을 제외했을경우
연구결과가과소측정되는것을보완한방법이다.
생존자료분석시몇가지주의점이있는데본연구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

다.생존분석에서 Cox모형을 이용할 경우에 비례적 위험함수의 형태를 가정하
므로우선이가정이성립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비례성가정에대한쉬운확
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며,좀 더 객관적인
방법은시간의존변수에대한검정통계량을이용하여 판단하는방법이있다.
본연구에서는 LLS그래프를이용하여각각의비례성가정을검토하였다.각

공변수의 층(strata)별로 LLS그래프를 그린 결과 각 층의 LLS곡선이 비교적 평
행하여비례성가정이성립함을알수있었다(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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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적 한계 추정법(Kaplan-Meierproduct-limitmethod)을 이용한 생
존분포곡선을통해 시각적으로전체각변수의생존율을확인할수있었다(부
록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

문하여면접조사한것으로피면접자의응답을중심으로기술된내용이다.따라
서자료의신뢰성부분에한계가있으며,연령,교육수준에따라 또는결혼이나
임신,출산시기가 오래 지난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여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한경우기억편향(recallbias)이개입될가능성이높다.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이 조사 시점 당시의 요인들이어서 이러한 시

간 의존적 변수(timedependentvariable)들,예를 들어 경제관련 변수의 경우,
영구적 피임이 발생할 당시의 변수가 아니라 조사시점의 경제상태를 나타낸
변수라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있어 제한점이 따른다.또
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이외에도 영구적 피임실천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예를 들어 출산정책,육아비용,첫째아의 성별 등이 있으나 본 연
구를 위해 조사된 설문지가 아닌 관계로 정보가 따로 없어 자료 자체의 한계로
분석할 수 없었다.단일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유산 횟수는 단일분석에서
영구적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결측수가 1,875
개로많아로지스틱과생존분석시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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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관관관한한한고고고찰찰찰

우리나라영구적피임실천 시기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한 본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분석대상은15-49세유배우초혼인여성4,604명이며,이중영구적
피임실천자는2,067명,영구적피임비실천자는2,537명이었다.
영구적 피임실천의 결정요인이라 알려졌던 몇 가지 요인들이 2000년분석자

료에서도여전히영구적피임실천의중요한결정요인임이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영구적 피임실천 및 시기

의결정요인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표12).
영구적 피임실천의 결정요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부인연령,부인 교육수준,총 임신횟수,현존 아들수,현존 딸수,
결혼기간,초혼나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인연령은 김승
권등(2004)의보고서에서도 같은결과를나타내고있으며 부인교육수준은김
승권 등(2004)의 보고서에서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Rajaram etal.
(200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도 증가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어 Bumpassetal.(2000),김승권 등(2004)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총 임신횟수는 Warrenetal.(1986),Bumpassetal.(2000),
Goldeckeretal.(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총 임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도증가하고있으나,본연구에서는결혼기간5년미만에서는총임신
횟수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실천도증가하였으나결혼기간5년이상에서는
영구적피임실천이감소하는양상을나타내었다.총임신횟수가내생성의문제
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총 임신횟수를 제외하고 분석하고 모형을 구성해 보았
다.분석결과는크게다르지않았으나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초혼나이가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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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왔다(부록3).현존 아들 수는 Rajarametal.
(2004)과 서문희 등(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현존 아들 수가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증가하였다.현존 딸수는기존의연구에서 단독 변수로다
루지않았으나현존자녀수는Rajarametal.(2004),Warrenetal.(1986),김승권
등(2004),서문희등(1993),Manhosoetal.(2005)의 연구에서현존아들수와같
은결과를나타내었다.결혼기간은 서문희등(1993)의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증가하였고, 초혼나이 역시
Rajaram etal.(2004),Warrenetal.(1986),의 연구결과처럼 영구적 초혼나이
가증가할수록영구적피임실천도감소하였다.
영구적 피임실천시기의 결정요인으로 생존분석에서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

하였을 때 부인 교육수준,총 임신횟수,현존 아들 수,결혼기간이 유의한 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부인교육수준에서Rajaram etal.(2004)의연구
에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더 빨리 영구적 피임을 하는데 반해,본 연구에
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더 늦게 영구적 피임실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본 연구에서는결혼기간 5년미만에서는 총 임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영구적
피임시기가빨라졌으나결혼기간5년이상에서는총임신횟수가증가할수록영
구적피임시기가느려졌으며,현존아들수가증가할수록,결혼기간이증가할수
록영구적피임시기는더 빨라졌으며,그외에 Rajaram etal.(2004)의연구에
의하면 초혼 연령이 이를수록 영구적 피임실천이 빨라졌으나,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현존 아들수와 현존 딸 수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도 현존
딸 수보다는 현존 아들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총 임신횟수가 내생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총 임신횟수를 제외하고 분석하고 모형을 구성해
보았다.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생존분석결과 현존 딸수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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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왔다(부록4).

표12.연구결과요약

SSS:significant.NNNSSS:notsignificant.

x2 test 로지스틱 생존분석
부인연령 S S NS
남편연령 S NS NS

부인교육수준 S S S
남편교육수준 S NS NS

부인종교 S NS NS
남편종교 S NS NS
남편직업 S NS NS

현재거주지 NS NS NS
총임신횟수 S S S
현존아들수 S S S
현존딸수 S S NS
결혼기간 S S S
초혼나이 S S NS
남아선호 S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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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본연구는 기존의연구결과들을검토하여영구적피임실천및시기의결정
요인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정함으로서,영구적 피임실천 및 시기의 결정요
인을 사회경제적 특성,산과적 특성 및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49세 유배우 초혼여성 4,60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따른영구피임실천을보았다.다음으로영구적피임실천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영구적 피임실천시기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을비례위험모형생존분석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영구적 피임실천의 결정요인으로 부인 연령,부인 교육수준,총 임신횟수,

현존 아들수,현존 딸수,결혼기간,초혼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왔으며 부인교육수준과 총 임신횟수를 제외하고 기존의 연구결과
와다르지않았다.
영구적 피임실천시기의 결정요인으로는 부인 교육수준,총 임신횟수,현존

아들수,결혼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상호작용 분석에
서는현존딸수보다는현존아들수가영구적피임실천시기에더유의하게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교육수준이낮은집단과 높은 집단에대한출산정책

을차별화하여야하며,무조건적인영구피임은지양해야하나피임실패가인공
유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사용되는 영구피임의 순기능은 지향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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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남아선호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영구적 피임실천과 시기결정에 현존
딸수 보다는 현존 아들수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
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구적 피임실천시기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

경제적,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측면에서만 알아보았으나,신념이나 태도와 같
은인지적측면에대한접근도필요하다고본다.또한 부인의취업여부및경제
상태가 영구적 피임실천 및 시기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나 본 연구는 자료의 제
한점으로 변수로 사용하지 못했다.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 경제적 변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마지막으로 영구적 피임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변수들과의인과관계를잘파악하여설명할수있는출생코호트별추적연
구(longitudunalstudy)를 통한 좀 더 체계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구적 피임실천과 시기에 관여하는 요

인들이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았으며,기존의연구에서나타나는방법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종단적 자료에 적당한 생존분석을 적용
하여자료의가치를충분히살렸다.저출산시대에영구적피임결정에대한신
중한 접근과 더불어 저출산과 영구적 피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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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사회경제적,산과적및문화적특성과관련된생존분포

부인교육수준 남편교육수준

부인연령

부인교육수준 남편교육수준

남편연령

Logrank test:x2-value=242.9113

P-value=<.0001

Logrank test:x2-value=220.8835
P-value=<.0001

Logrank test:x2-value=147.0798                    
P-value=<.0001

Logrank test:x2-value=128.2971
P-value=<.0001

남편직업 거주지 거주지남편직업

부인종교 남편종교

Logrank test:x2-value=1.7642
P-value=0.4139

Logrank test:x2-value=0.8393
P-value=0.6573

Logrank test:x2-value=44.6505
P-value=<.0001

Logrank test:x2-value=0.0204
P-value=0.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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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신횟수 결혼기간

현존 아들수 현존 딸수

Logrank test:x2-value=337.8053
P-value=<.0001

Logrank test:x2-value=65.6789
P-value=<.0001

Logrank test:x2-value=109.1960
P-value=<.0001

Logrank test:x2-value=68.8235
P-value=<.0001

초혼연령 남아선호

Logrank test:x2-value=54.4870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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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LLS그래프

부인연령 남편연령

부인교육수준 남편 교육수준

남편직업 거주지

부인종교 남편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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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

현존 아들수 현존 딸수

총 임신횟수

초혼연령 남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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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로지스틱결과 비교

변수 분류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부인연령
30세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0
111...888222999
111...999555888
222...555999444
222...888777000

1.228-2.723
1.187-3.232
1.438-4.680
1.452-5.674

1.000
111...777000111
111...777777777
222...222999555
222...444888666

1.144-2.530
1.080-2.924
1.278-4.122
1.265-4.887

남편연령
35세미만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0
1.083
1.043
0.985

0.795-1.475
0.723-1.505
0.641-1.512

1.000
1.085
1.043
1.015

0.798-1.477
0.724-1.503
0.663-1.553

부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0
0.751
000...666999888
000...555777555

0.531-1.061
0.487-0.999
0.378-0.876

1.000
0.734
000...666888666
000...555666222

0.521-1.036
0.480-0.980
0.370-0.854

남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0
1.266
1.030
0.934

0.856-1.874
0.696-1.525
0.601-1.453

1.000
1.318
1.066
0.980

0.892-1.947
0.721-1.575
0.632-1.521

부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0
0.936
1.130

0.654-1.340
0.876-1.459

1.000
0.940
1.094

0.658-1.343
0.849-1.410

남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0
0.955
1.009

0.668-1.364
0.772-1.319

1.000
0.934
1.040

0.655-1.331
0.798-1.357

남편직업
고위공무원/전문직
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직
기타

1.000
1.048
1.162
0.934
1.136

0.814-1.349
0.892-1.512
0.656-1.329
0.877-1.472

1.000
1.066
1.161
0.992
1.143

0.830-1.370
0.893-1.509
0.698-1.408
0.884-1.478

현재거주지 도시
읍·면

1.000
0.852 0.692-1.048

1.000
0.842 0.685-1.035

총임신횟수
2회이하
3회
4회이상

1.000
000...777999999
000...444999222

0.662-0.965
0.407-0.596

현존 아들수
0명
1명
2명이상

1.000
111...888999999
333...444999444

1.472-2.450
2.446-4.993

1.000
111...666333222
222...555666333

1.271-2.095
1.820-3.609

현존 딸수
0명
1명
2명이상

1.000
111...555222111
1.298

1.197-1.933
0.938-1.796

1.000
111...222999777
0.871

1.028-1.636
0.643-1.180

결혼기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1.000
333...666888222
666...444555888
111555...222666777
222555...555888666

2.218-6.113
3.604-11.573
7.861-29.649
11.899-55.016

1.000
333...666333555
666...000000777
111444...000999444
222333...333222111

2.189-6.037
3.355-10.757
7.270-27.326
10.881-49.986

초혼나이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세이상

1.000
0.770
000...666666333
0.744

0.580-1.024
0.465-0.945
0.377-1.471

1.000
0.782
0.709
0.793

0.590-1.038
0.498-1.007
0.403-1.563

남아선호 없음
있음

1.000
0.933 0.804-1.083

1.000
0.916 0.79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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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생존분석 결과비교

변수 분류 위험비 95%신뢰구간 위헙비 95%신뢰구간

부인연령
30세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0
1.250
1.202
1.392
1.326

0.883-1.768
0.794-1.819
0.881-2.201
0.812-2.164

1.000
1.176
1.112
1.248
1.177

0.831-1.664
0.735-1.682
0.790-1.972
0.721-1.920

남편연령
35세미만
35-39세
40-44세
45세이상

1.000
1.003
0.983
0.956

0.773-1.301
0.730-1.323
0.692-1.321

1.000
0.991
0.974
0.960

0.764-1.286
0.724-1.312
0.695-1.326

부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0
0.895
0.843
000...777111888

0.746-1.073
0.689-1.030
0.555-0.928

1.000
0.890
0.843
000...777000777

0.743-1.067
0.690-1.029
0.548-0.914

남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1.000
1.103
0.985
0.897

0.901-1.351
0.796-1.219
0.695-1.157

1.000
1.137
1.020
0.936

0.930-1.390
0.826-1.261
0.726-1.206

부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0
0.990
1.035

0.788-1.243
0.877-1.221

1.000
1.005
1.019

0.803-1.257
0.865-1.201

남편종교
무교 및 기타종교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1.000
0.933
1.063

0.743-1.172
0.894-1.265

1.000
0.907
1.078

0.725-1.134
0.907-1.280

남편직업

고위공무원/전문
직
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직
기타

1.000
1.028
1.145
0.986
1.129

0.860-1.228
0.957-1.371
0.792-1.227
0.948-1.345

1.000
1.029
1.139
1.015
1.114

0.861-1.229
0.951-1.364
0.816-1.263
0.935-1.328

현재거주지 도시
읍·면

1.000
0.945 0.829-1.078

1.000
0.920 0.807-1.048

총임신횟수
2회이하
3회
4회이상

1.000
000...777666111
000...555000666

0.676-0.857
0.448-0.572

현존 아들수
0명
1명
2명이상

1.000
111...444666888
111...888777888

1.222-1.762
1.485-2.374

1.000
111...222888222
111...444000333

1.071-1.535
1.119-1.759

현존 딸수
0명
1명
2명이상

1.000
1.087
0.906

0.942-1.255
0.740-1.110

1.000
0.941
000...666111888

0.818-1.082
0.511-0.746

결혼기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1.000
0.880
1.046
111...999666666
222...333111000

0.549-1.410
0.625-1.750
1.133-3.412
1.274-4.188

1.000
0.858
0.972
111...888222222
222...111999222

0.535-1.376
0.580-1.627
1.049-3.165
1.207-3.980

초혼나이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세이상

1.000
1.029
0.986
1.216

0.886-1.196
0.802-1.212
0.753-1.964

1.000
1.049
1.058
1.341

0.903-1.219
0.861-1.300
0.832-2.162

남아선호 없음
있음

1.000
0.998 0.907-1.099

1.000
0.979 0.889-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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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TThhheee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DDDeeettteeerrrmmmiiinnnaaannntttsssooofff
ttthhheeeTTTiiimmmiiinnngggooofffSSSttteeerrriiillliiizzzaaatttiiiooonnn

JuHeeKim
Dept.ofInternationalHealth
The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WoojinChung,Ph.D.)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determinantsofsterilization
andthetimingconcerningtheimpactofsocioeconomicstatus,obstetrical
characteristics,andculturalvaluebyinvestigatingthepreviousarticleand
testingthemajorhypotheses.
Thisstudywasbasedondatafrom Year2000KoreaNationalFertility

SurveycarriedbyKoreaInstituteofHealthandSocialAffairs.Ouranalysis
wasconfinedtocurrentlymarried4,604womenintheagegroup15-49with
firstmarriagestatus.Descriptiveanalysisshowedthegeneral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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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weretestedbythestatisticsignificanceusingmultinorminal
logitregressionanalysisforthefactorsofsterilizationandCox'sproportional
hazardmodelsurvivalanalysisforthefactorsdeterminingthetimingof
sterilization.Multiplicativeinteractionbetweentwovariablessuchassons
surviving ,daughtersurviving and parity,duration ofmarriagewas
examinedbyincludingthemaineffectandacross-productterm oftwo
variables.Trendtestsandtestforinteractionwerecalculated.Theanalysis
controlledforthewomen'sage,education,religionandhusband'sage,
education,religion,occupationandregion,parity,sonssurviving,daughters
surviving,durationofmarriage,ageatmarriageandpreferenceforson.
Theresultofthestudyaboutthefactorstodeterminethesterilizationby

multinorminallogitregressionanalysisshowedthatageofwomen,education
ofwomen,parity,sonssurviving,daughterssurviving,durationofmarriage,
ageatmarriageweresignificant.Theresultsshowed thatobstetrical
characteristicsweremoreimportantthantheothercharacteristicsamongthe
factorsdeterminingsterilization.
Theresultsofthestudyaboutthefactorstodeterminethetimingofthe

sterilizationbysurvivalanalysisareasfollows.
Thehighertheeducationlevelinsocioeconomiccharacteristics,thelonger

thetimingofthesterilization.Andalso,itwasconfirmedthattheparity,
sonssurviving,durationofmarriageplayasignificantroleinthetimingof
thesterilization.Althoughthefindingofthisstudyissimilartotheprevious
research,educationandparityis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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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eedthefurtherresearchinsideofeconomicvariablesandcognitive
characteristicssuchasanattitudeandbrief.Inspiteofseverallimitationsof
thisstudy,ourstudytriedtoresearchusingthesurvivalanalysisby
large-scalesample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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