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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은 국가적으로 영아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 
사회적으로 의료비의 증가 및 후유증으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및 사회 ․ 경제 ․ 환경 지표등
을 이용하여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사회 ․ 경제 ․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을, 
교육관련 변수는 UNESCO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WHO의 통계지원 사이트
인 WHOSIS 와 국제연합의 국가별 자료를 일부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유럽 18개국, 중동부 유럽과 구소련 연방 26개국 ,북아메리카 2개국, 오
세아니아  3개국 , 동아시아 및 태평양 9개국 , 아랍 13개국 , 라틴 아메리카 
20개국 , 사하라아프리카 31개국, 남아시아 5 개국, 기타 2개국으로 152개의 
국가이다. 분석은 분산분석을 통하여 국가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개별적인 
영향을 통제 후 요인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1인당GDP(F=33.77,p<.0001), 지니계수(F=7.54,p=0.0001)여성교육률
(F=13.38,p<.0001), 남성교육률(F=8.67,p<.0001), 하수도 보급률
(F=13.29,p<.0001), 상수도 보급률(F=9.01,p<.0001), CO배출량
(F=27.08,p<.0001)을 4분위수로 나눈 네 국가집단간의 저출생체중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F=9.21  p=0.0012 ), 1인당 GDP(r=-0.0000342, p=0.0064) 는 높을
수록, 지니계수(r=0.01206, p=0.0077)는 낮을수록, 여성 교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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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00571, p=0.0009)과 CO 배출량(r=0.04602, p=0.0345)은 감소할
수록, 하수도 보급률(r=-0.00536, p=0.0041)은 증가할수록, 분만시 의료
진 참가율(r=-0.00771, p=0.0018)과 피임실천률(r=-0.00875, 
p=0.0049)이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저출생체중아 출산의 감소를 위한 국가적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저출생체중
아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저출생체중아, 사회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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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의 주요 건강지표중의 하나인 영아 사망률은 세계가 발전하고 국가가 부
유해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아 사망률은 주산기 사망률, 저출생 
체중아, 자궁내 성장지연, 조산 등과 함께 임신의 결과를 표현하는 주요 변수
들이다. 특히, 저출생체중아는 태아와 영아 사망률 그리고 단기 또는 장기의 
유병율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Kramer et al., 
2000). 그러나 ,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는 비율에 비해 전체 출생아 중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은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증가현상은 영아 사망률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은 국가적으로 영아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 
사회적으로 저출생체중아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및 후유증으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미국의 수많은 연구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큰 차이를 
보이며, 또한 미국의 GDP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은 같은 소득의 다른 국가에 비해 그리 낮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Samuel, 1995). 이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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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이 원인이라고 추측되어 진다. 

저출생체중아 출생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매우 다른 보고를 보이고 있는데, 우
리나라의 최근 동향은 표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출생아비율 저출생
체중아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의 원인에는 의학
의 발달로 인한 최저 출생 체중의 기준이 내려갔다거나 보고 체계의 활성화로 
인한 건수의 증가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저출
생체중아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1.

외국의 경우 저출생체중아의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인구학적 요인에 대
해 각 나라마다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연구되어진 바 있으나, 그 결과에서
는 연구들 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과 저출생체중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국가의 저출생체중아 

표 1 우리나라의 출생 시 체중별 구성  : 1993∼2000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상체중아

(2.5∼3.9kg)
90.6 90.6 90.7 90.5 91.0 91.1 91.3 91.1 

저출생체중아

(2.5kg 미만)
2.6 2.8 3.0 3.1 3.3 3.5 3.6 3.8 

과체중아

(4.0kg 이상)
6.8 6.6 6.3 6.4 5.7 5.5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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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수많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많은 연구에서 지난 20세기의 말에는 임신의 결
과에 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의 상이함은 연구마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와 임신의 
결과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Andrej, 2002).
또한, 오염이 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이나 조산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가 지역 또는 국가
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며 뚜렷하게 일치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별 오염관련 
변수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비교를 통하여 오염과 저출생체중아 출산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및 사회 ․ 경제 ․ 환경 지표등을 이
용하여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사회 ․ 경제 ․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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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사회 ․ 경제 ․ 환경 변수, 국가의 소득
불평등 지수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의 관계를 구명한다. 이를 통해 저출
생체중아 출생률의 감소 나아가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
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에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
경적 요인을 정리한다. 

둘째, 국가의 사회 ․ 경제 ․ 환경적 요인이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담배소비량, 공기오염 및 수질오염등이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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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고찰

1. 저출생체중아의 정의 및 의학적 원인

핀란드 소아과 의사였던 Yllpo가 최초로 2500g이하를 저출생체중아로 정의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Vasso et al. 1999). 2500g이하를 저출생체중아, 
1500g이하를 극소 저출생체중아, 1000g 이하를 초경량 저출생체중아로 정의
한다. 주산기와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시 체중이 감소할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출생 시 저체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출생체중은 임신기간과 태아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저출생체중아
는 일찍 태어난다거나(조산, preterm birth) 임신주수에 비해 작을 때(SGA, 
small for generational age/ IUGR,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 발생한
다. 

조산 특히, 28주 미만의 조산은 높은 영아 사망률과 중증의 안과적, 신경학적, 
폐 질환의 유병율과 관계있다. 중증의 자궁내 성장지연은 심한 대사성 질환을 
야기하며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기도 하며, 보통의 자궁내 성장지연은 성장과 
신경학적장애와 1차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상
동맥질환등의 만성성인질환과 관계가 있다(Kramer et al., 2000).

Kramer는 자궁내 성장지연의 결정요인으로 선진국에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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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말하고 있다. 흡연은 부적절한 영양과 임신기간 동안의 적은 체
중증가를 유발시킨다. 반면에 조산의 요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 Kramer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
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제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9일 미
만을 조산이라고 정의한다. 조산의 조기파막 (PPROM, preter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 이나 자발성 조기진통에 의해 조산은 일어난다. 출
생 시 제태기간은 출생 시 체중과 더불어 조산아의 예후와 관련된 주요 지표
이다. 중증의 조산아란 32~36주로 나뉘고, 이것은 다시 중증(32~33주)과 보
통의 조산(34~36주)으로 나뉜다. 중증의 조산아가 전체 조산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캐나다:85%), 이 그룹이 생후 1년까지의 신생아 사망률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한다(Moutquin, 2003). 
제태기간 28~31주를 심한 조산이라고 정의하고, 전체 출생의 1%, 조산아 출
생의 10%를 차지한다. 28주 미만의 제태기간을 극도의 조산이라고 정의하며 
전체 조산아의 5%를 차지한다. 

조산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산 , 조산의 조기파막과 자발성 조산 등의 세 가
지 임상적 증상으로부터 기인한다. 
조산의 조기파막과 자발성 조기진통이 없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산은 전체 
조산의 24% 정도 차지하며, 보고서나 연구된 인구에 따라 8.7%~35.2%정도 
된다. 중증의 임신성 고혈압, 태반조기박리 등의 임산부 합병증이나 자궁내 
성장 지연이나 심한 태아질식 등의 태아의 안녕을 위협하는 의학적 증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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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 조산의 조기파막의 발생은 보통 조산을 야기하며, 전체 조산의 
25%를 차지하며 대략 7.1%~51.2%의 범위를 갖는다. 조산의 조기파막은 미
국 흑인 여성 등의 사회적 불이익집단에서 빈번하다. 감염은 조산의 조기파막
의 주된 요인이나, 때로는 자발성 조기진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발성 또는 
특발성 조산은 전체 조산의 적어도 50%이상을 차지한다(23.2%~64,2%). 보
고 된 위험요인으로는 개인의 산과기록, 사회적 요인과 생활습관 등이 있다
(Moutquin, 2003).

2. 국가별 영아 사망률 및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은 과거에 비해 의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출생으로 
인정되는 출생체중이 내려감으로써 증가할 수도 있으며 또는 보고체계가 활
성화됨에 따라 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의 보고가 증가함으로서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51년 7.4%이던 저출생체중아 발생률이 1975까지 5.1%로 감
소하다가, 그 이후 점점 증가하여 1995년도에는 7.5%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녀별로 구분했을 때도 유사한 증가현상을 보인다. 한편 1,500g 미만
의 저출생체중아의 비율은 1951년 0.2%였던 것이 점차 증가해 1995년에는 
0.6%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서 1998년 사이에 저출생체중아와 조산율이 12%에서 



- 8 -

23%까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은 대략 41% 감소하였
다(Branum et al., 2002). 생존율의 증가와 함께 한 조산율의 증가는 발달과
정의 문제를 갖거나 의학적인 위험을 가진 조산아와 저출생체중아의 생존율
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주산기 사망률과 유
병률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1500gm 이하의 극소 저출생체
중아는 전체 출생아의 1%를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이 작은 수치는 영아 사망
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로 영아 사망률은 감소하
고 있는 동시에 산업국가에서 극소 저출생체중아의 비율은 이제 영아 사망률
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Samuel, 1995).  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은 영
아 사망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7일 이내 사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의 저출생체중아의 영아 사망률의 연구를 보면, 영아 사망의 84%
가 처음 7일 사이에 발생하며, 48시간 이내에 절반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조
산이 영아 사망의 3/4를 차지하며, 이중 1/3 만이 저출생체중아 였다(Yasmin 
et al., 2001). 이는 저출생체중아가 영아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영아 사망
률은 초기에 발생하고, 조산이 영아 사망률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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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생체중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경적 
요인

가. 개인의 저출생체중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경제적 요인

조산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그 위험요인으로는 저출
생체중아 출산의 경험 또는 조산의 경험, 반복되는 유산, 자궁 또는 경부의 기
형, 인공수정, 다태아, 임신 합병증, 임신 중 출혈, 태반기형, 비뇨기계 감염,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종, 낮은 사회 ․ 경제적 수준, 사회적 격리, 흡연과 임신 
중 낮은 BMI 등이 있다.
엄마의 나이, 출산경력, 불임, 유전, 약물남용, 힘든 육체노동, 성생활, 정신적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 부적절하거나 전혀 받지 않는 산전진
찰, 임신 중 체중증가 등은 아직도 논의 중인 요인들이다.

조산율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집단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조산은 흑인과 백인 임산부 모두에서 교육, 소득,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er et al., 1994). 영국을 
비롯한 몇몇의 유럽국가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고 되었다. 가장 강한 요인으로
는 교육수준이 일반적인 건강관련 결과의 예측요인으로 보고 되었다. 초등교
육수준의 교육은 최소한 두 배로 조산율을 증가시킨다(Peacock et al., 
1995). 너무 적거나 많은 임산부의 연령 또한 강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되
었다. 십대의 임신은 자발적인 조기진통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35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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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기진통과 관련이 있다. 

낮은 소득, 미혼모, 임신기간동안의 격리 등도 조기진통을 증가시키는 원인으
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Parker et al., 1994 ; Peacock et al., 1995 ; 
Berkowitz et al., 1998). 
다른 사회경제적 불평등, 낮은 BMI, 임신기간 동안의 부적절한 체중증가, 영
양부족 등도 모두 조산율의 증가와 관계있지만, 이런 모든 위험요인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의 결과일 수 있다. 인종은 좀 더 복잡한 문제로, 아프리카 여
성의 임신기간이 약간 짧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미국의 흑인 여성의 높은 조
산율을 설명하지는 못한다(Berkowitz et al., 1998 ; Mattison et al., 2001). 

주 35시간 이상의 근무 또는 2시간 이상 서서 일한다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 스트레스 많은 직업등도 모두 조산율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Mamelle et 
al., 1987 ; Escriba Aguir et al., 2001).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 체계
가 잘 되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Henriken et al., 
2001). 

생활습관도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낮은 사회계층은 좋지 않은 주거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 실업, 불법 약물 사용, 
흡연, 알코올 중독 등의 불건강 습관 등과도 관계있다. 

Sherbrooke (Canada 의 Quebec 주)지방에서 시행된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22%가 조산의 조기파막, 33%가 자발성 조기진통을 보였는데, 주요 위험 요



- 11 -

인으로서의 사회적 요인은 18세 미만이거나 35세 초과의 임신연령과 과도한 
일, 흡연 등이 공통적인 요인이었다. 이중 18세 미만이거나 35세 초과의 임신
연령은 조산의 조기파막과 조기진통에 모두 똑같은 영향을 미쳤으며, 흡연은 
조산의 조기파막에서 7%, 조기진통에서 18%를 보였다(Matthieu et al., 
2000). 

그러나 일치되지 않은 다른 결과가 보고 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연구에서는 
여성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서 높은 조기 진통률을 보였지만, 중국여성들은 
높은 강도의 일을 하지만 그들의 보고된 조산율은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이
다. 다른 프랑스의 연구에 의하면 파리거주 사회적 불이익 이민자들에게서 매
우 낮은 조산율을 보였다. 

나. 개인의 저출생체중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은 모든 사회경제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불이익 인구
집단과 관련이 있다. 최근의 신경내분비와 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엄마의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는 조산의 중요하고 독립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Wadhawa et al., 2001). 엄마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조산에 
관련 실험적인 연구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었다(Newton et al., 
1979). 그 이후로 수많은 연구들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활사건(Copper et 
al., 1996 ; Whitehead et al. 2002), 불안(Dayan et al. 2002), 초조함이나 우
울(Peacock et al., 1995) 등이 조기진통을 일으키는 주요매개체라는 것을 증
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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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rera 의 연구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수준을 측정하
였다. 임산부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산의 비교위험도는 10.2까지 올라간다(Herrera et al., 1988). 이러한 
결과는 Moutquin 의 2003년 연구에서도 뒷받침 되었다.(Moutquin, 2003)

Canada Quebec 시에서 이루어진 실험대조군 연구에서 진통을 경험한 101명
의 임산부와 202명의 조기진통을 경험하지 않은 정산임산부를 엄마의 나이와 
임신주수, 알려진 7가지의 위험 요인 (BMI<20, 조기진통 경험, 2500g미만 
출산 경험, 2시간이상 서서 일하는지, 전치태반, 비뇨기계 감염, 불안과 스트
레스)으로 짝을 이룬 집단을 비교 연구하였다(Moutquin et al., 1988). 불안
과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면담자가 여성이 스스로 그들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지의 여부와 왜 느끼는지에 대해 말하도록 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65%가 적
어도 면담 3개월 내에 한 개 이상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보고한 반면에 조기
진통을 경험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51%만이 보고 되었다. 대조군에서도 상
당한 수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는 사회 ․ 경제적 불이익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조
산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들
은 조산과 독립적일 수 없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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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소득 불평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차이의 대부분은 조산보다는 자
궁내 성장지연의 유병률에 기인한다(RR 6.6 : 2.0)(Villar et al., 1982). 선진
국들 사이에서 조차 조산과 자궁내 성장지연은 사회적 불이익집단에서 더 빈
번하며, 특히 미국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각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지만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
룹의 조산율의 차이만을 비교할 때, 캐나다는 1.7%(7.4%-5.7%), 핀란드는 
1.4%(5.6%-4.2%)의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미국은 8.8%(백인최상그룹: 
12.2%-흑인 최하위 그룹: 3.4%)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Parker, 
1994).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페인등 가난의 비율이 좀더 낮
고 수준 높은 주산기 또는 다른 의료에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가진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불충분한 대우를 받으며 조산과 자궁내 성장지연이 사회경
제적으로 불이익집단에서 높다.(Kramer et al., 2000) 

저출생체중아 출생에 있어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고 자원 활용을 위한 
목표를 찾기 위해, 1986~1992년 영국의 England 와 Wales 지방의 출생 자료
로 개인의 직업으로 구분한 사회경제적 상태와 주거지역으로 사회경제적 빈
곤상태를 측정하여 연구하였으며(Pattenden et al., 1999), Moser et al. 은 
1993~2000년 사이의 England 와 Wales 지방의 출생 등록 자료 등을 이용하
여 저출생체중아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였다(Mos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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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미혼모와 아버지가 있는 그룹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으로 육체노동 직업군과 
비육체노동 직업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2000년 에는 전체 출산 중에 92.4%가 아버지가 있는 그룹 (43%가 비육체노
동 직업군, 45%가 육체노동 직업군)이었으며, 7.6%가 아버지가 없는 그룹이
었다. 아버지가 있는 그룹에서 7.4%가 저출생체중아를 출산하였으며 비육체
노동 집단에서는 전체 중 6.4%, 육체노동 집단에서는 8.2%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다. 각각의 비육체노동 집단과 육체노동 집단 안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가 없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다(10.2%).
1993년과 2000년 사이에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대략 11% 증가했다. 이러
한 증가는 모든 집단(육체노동 집단에서 15%, 혼자사는 집단에서 11%, 비육
체노동 집단에서 9%)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1993년에서 2000까지 이러
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지속된다. 비육체노동 집단에 비해  육체노동 집단
의 비교 위험도는 1.22~1.35 이며, 비육체노동 집단에 비해 혼자사는 산모의 
비교위험도는 1.51~1.67이었다. 다시 말하면, 2000년에는 직업이 육체노동
집단과 관련된 위험이 없었다면 6.5%(2979명)를 줄이고, 미혼모와 관련해서
는 2.8%(1290명)의 저출생체중아 출산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2) 인종

많은 다인종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임신결과의 불균형은 인종의 
차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높은 조산율과 자궁내 성장지연이 미국의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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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원주민, 영국의 아시아인, 네덜란드의 흑인과 아시아인에서 보고 되었
다. 몇몇 인종에서 태아성장이 느리다는 것이 생리학적인 차이로 일부분 설명 
되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인종들 간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불이익과 관계
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인디언, 캐나다의 중국이민자, 이스라엘의 북
아프리카 이민자, 미국의 네덜란드인과 멕시코인 들은 사회경제적인 불이익
에도 불구하고 다인종 집단보다 태아성장률이 높았으며, 출생시 체중을 보정
한 임신주수도 약간 높았다. 이는 몇몇 이민자들의 집단은 좀더 영양과 행위
습관이 좋은 나라로부터 최근 이민한 경향을 보인다(Kramer et al., 2000). 
그러므로 인종은 사회경제적 수준 효과의 혼란변수임과 동시에 중화시키기도 
하며, 낮은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한 인종집단 내에서 높은 조산율과 자궁내 
성장지연과 일반적인 관계가 있다(Parker et al., 1994). 

3) 환경

환경오염이 임신의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많은 추측들을 뒷받침
하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수질오염이 저출생체중아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
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Sonnenfeld, 2001), 그 밖의 공기의 오염이 조산 또
는 출생체중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1991~1999년 North Nevada의 
Washoe 지역의 SO2(sulfur dioxide) 와 PM10, CO 배출량수준 과 출생시 체
중과 신생아의 저출생체중아의 관계에 대한 Chen et al.(2000) 연구에서는 
신생아의 성별, 엄마의 거주지역, 교육, 의학적 위험요인, 흡연, 약물 및 알코
올 사용, 산전진찰, 엄마의 연령 및 인종, 임신중의 체중증가 등이 주요요인으
로 발견되었으며, 이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임신 3기중의 공기 중 PM1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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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출이 신생아의 체중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출생체중아의 출생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SO2(sulfur dioxide) 와 CO 배출
량은 신생아의 출생체중과 저출생체중아의 출생과 모두 관련이 없었다. 그러
나 Wang et al.(1997)에 의한 중국의 베이징 연구에서는 SO2(odds 
ratio=1.11 / 100mcg/m3 ;95% Cl,1.06-1.16) 와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s)(odds ratio=1.10/ 100mcg/m3 ;95% Cl,1.05-1.14)가 저출생
체중아의 출생과 연관이 있으며, 출생시 체중도 감소키는 ( 7.3g과 6.9g 감소 
SO2과 TSP 100mcg/m3 증가시)  것으로 나왔다. 

체코의 연구에서도 SO2와 TSP는 저출생체중아의 출생과 출생시 체중의 감소
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또 다른 체코의 연구에서는 북쪽 
Bohemia지방에서 PM10, PM2.5 등이 자궁내 성장지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임신말기의 높은 CO 배출량에 
노출이 저출생체중아 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odds 
ratio=1.22 ; 95% Cl,1.03-1.44) (Chen et al., 2002). 

라. 국가별 또는 지역별 연구 사례

사회경제적 요인과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간의 국가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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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체중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김영임
의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서 선정된 종합병원에서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산모의 연령, 교
육수준, 결혼상태, 출산순위, 임신간격, 산전진찰수, 산과력, 임신력등과 저출
생체중아 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500gm 이하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은 9.2%이고 이중 1500gm 이하는 19.4%, 1501gm~2500gm 은 81.6%였으
며 이는 이상임신의 분만 건수가 많을 수 있는 종합병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조산원등을 포함한 자료에서 보다 높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산모의 연령에서 
15~19세에서 19.8%, 35세 이상에서 14%, 20~24에 11%로 19세 이하와 35
세 이상에서 높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하
여 중졸이하의 저학력에서 고졸이상의 고학력보다 높은 수준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으며, 이는 계획임신, 양호한 생활조건이나 영양등의 요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가(14.8%) 결혼한 산모(9.1%)보다 저출생체중
아 출생률이 높았으며, 출산순위로는 첫째(9.5%)가 둘째(7.8%), 셋째
(8.1%)보다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높았으나 넷째(13%), 다섯째(14.5)는 
오히려 첫째보다 높아짐을 보인다. 이는 산모의 연령과 관계있다고 할 수 있
다. 임신간격으로는 12달 이하(11.3%)이거나 48개월이상(11%)일 때 저출
생체중아 출생률이 높아졌다. 산전진찰은 적게 받을수록 이전에 유산경험이 
있을수록 다태아 일수록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은 높아졌다.    

2) 러시아

1999년 233,800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Severodvinsk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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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404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교육이 임신결과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뒤로는 30세 
이상의 엄마의 나이와 결혼상태 등이 있다. 엄마의 나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
왔지만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 유의한 변수로 나왔다.

Severodvinsk는 다른 러시아지역에 비해 발달된 지역에 속하므로 그 유형이 
선진국형과 비슷하다. 엄마의 나이가 다른 연구에서는 'U'자형을 띄는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10대에서 그 위험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엄마의 나이가 사회적 
계급의 차이나 출산경력등과 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10
대 임산부에게도 강력한 가족의 관심과 부모의 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엄마의 결혼상태는 서양과 러시아 모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는 위험요인이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선진국에서는 미혼모의 주산기 영아 사
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동시에 결혼상태는 조산의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떠
오르고 있다. 엄마의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노무직 여성에
게서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관련이 없었다. 엄마의 교육은 다른 모든 변
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요인이었다. (러시아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사무직의 직업이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임신의 기간을 줄이는데 유의했으며 담배는 큰 영향을 주
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의 임신과 동시에 담배를 끊으며, 임
신 중 흡연여성은 매우 소량을 흡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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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so et al.(1999)는 1983년 4월 그리스의 국가자료로 저출생체중아 출생
과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요인 연구하였다. 지역적 특성과, 결혼상태, 결혼나
이와 기간, 출산시 부모의 연령, 동거 가족, 보험상태, 부모의 직업 및 교육 수
준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초산부에서는 4.3%, 경산부에서는 5.2% 저출
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다. 초산부에서는 결혼상태, 엄마의 직업과 아빠의 교
육수준이 유의했던 반면에 경산부에서는 엄마의 교육과 거주지역등이 유의했
다.  
영국의 경우 아빠의 직업 종류에 따라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classes I 
(전문직)그룹은 2.1%, Classes V(단순노무직)그룹은 5.3% 로 유의하게 의
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sso et al., 1999 재인용).

4) 영국

영국에서는 조산과 관련하여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스트레스, 흡연, 음주, 카
페인 섭취등을 1982년 8월에서 1984년 3월까지 런던의 The St George's 
Hospital 진료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Peacock et al., 1995). 단변량 분
석에서는 낮은 사회 계층, 교육수준, 결혼상태, 낮은 소득, 우울증, 주변과의 
적은 접촉 등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흡연, 알
코올, 카페인의 섭취는 뚜렷하게 의미있는 요인이 아니었다(단, 흡연이 32주 
이전 출생에만 영향을 끼친다).
25세 이하의 산모, 25세 이상 흡연 산모, 25세 이상의 비흡연 산모로 나누어 
평균 임신 주수를 비교한 결과, 25세 이상이고 흡연 산모가 평균임신 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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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주로 25세 이하의 산모(34.4주) 와 25세 이상의 비흡연 산모(35주) 보
다 낮은 평균 임신 주수를 보였다.

5) 스페인

1988년 스페인의 출생 등록자료를 이용한 Rodriguez et al. 의 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1,332명의 조산 저출생체중아, 1,292명의 만삭의 
저출생체중아 영아와 38,967명의 대조군이었다(Rodriguez et al., 1995). 
1988년 4.9%의 저출생체중아가 태어났으며, 이 중 53.7%는 37주 이전에 태
어난 조산아였다. 엄마의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5~29세를 
기준으로 'U' 모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조산 저출생체중아가 만삭의 저출생체
중아에 비해 강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노동 직업군이 비육체노동 직업군에 비해 조
산 저출생체중아가  만삭의 저출생체중아 모두에서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
한 조산 저출생체중아와 자궁내 성장지연에서 모두 집안일만 하는 여성보다
는 조산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
은 제외하고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덜 위험에 노출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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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불평등과 건강

세계의 부는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1996년 UN의 인간개발 보
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358명의 개인들이 세계인구의 45%가 살고 있는 
국가들의 연간소득을 합한 만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23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합계 중 18조 달러가 선진국에 속했
다. 세계인구 중 가장 빈곤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 세계 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30년간 2.3%에서 1.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
장 부유한 20%가 차지하는 몫은 70%에서 85%로 증가하였다.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비율은 30:1에서 61:1로 2배가 되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는 
개별국가들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악화되었다(신 영전 외, 2003).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재산의 분포면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가구 소득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기 시작한 첫 해인 1967년에 가장 빈곤한 20%의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단지 48.3을 차지하였다. 30년이 지난 1996년에 최
하위 20% 가정이 차지한 소득의 몫은 3.7%로 줄어든 반면 최상위 20%의 몫
은 49%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나타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가난
한 이들의 절대적인 생활수준의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
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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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불평등과 건강의 연관성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이환, 장애, 자가평가 건강수준 등 모든 
종류의 건강지표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과 기대여명곡선 혹은 소득과 
사망률곡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기
대여명과 사망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기대여명곡선은 절대적 빈곤지역에서는 가파르게 나타나지만 일정 정도의 생
활수준을 넘어서면 그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러한 특징적인 비선형관계는 
한 국가 안에서는 물론 여러 국가들 간의 비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Kawachi et al., 1994; Wilkinson, 1996). 소득과 기대여명의 관계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5,000 달러 수준인 경우 가파른 직선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넘
어서면, 즉 선진국에서는 국민총생산의 증가가 더 이상 기대여명에 영향을 주
지 못하고 그 곡선의 기울기는 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기대여명의 곡선이 보여주는 중요한 결론은 소득분포가 한 사회의 평
균수명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득격차에 따른 평균수명의 감소
가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은 그림 1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이 X
축의 왼쪽(낮은 소득)에 있을 때 기대여명과 가파른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
나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진다. 만일 소득분포가 X1 과 X4 

사이에 있다면 기대여명은 Y1 이 될 것이다(평균소득의 양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수가 같다고 가정).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소득분포를 변
화시켜 부자들의 소득을 X4 에서 X3 으로 감소시키고, 가난한 이들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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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여명

y2
y1

                                                                                              소득
                             X1     X2                   X                         X3         X4

그림 1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이론적 관계

X1에서 X2  로 증가시키면 이 사회의 평균기대여명은 Y2 로 상승할 것이다. 다
시 말해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재분배 된다면 이 사회의 평균소득은 동
일해도 기대여명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평균수명의 관계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다.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나
타나는 빈곤층의 기대여명 상승은 부유층의 소득감소로 인한 기대여명의 손
실보다 더 크다(Rodgers, 1979). 이러한 추론의 연장선상에서 소득분포가 좀
더 평등한 국가에서 기대여명의 수준이 더 높은 것처럼 평균소득이 같다고 해
도 그 분포가 다른 경우, 건강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많은 연구들이 그러한 관련성을 보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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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불평등과 건강: 국가들 간의 비교 결과

로저스(Rodgers, 1979)는 출생시 기대여명, 5세의 기대여명, 그리고 영아 사
망률의 세 가지 건강지표와 소득분포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유하거나 
가난한 56개국의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 소득분포
(지니계수로 측정)와 출생시 기대여명은 r2 값이 0.75를 넘는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 5세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의 상관관계는 이보다는 덜 강력했지만 
소득분포는 여전히 중요한 예측인자였다. 로저스(Rodgers, 1979)는 비교적 
평등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평균기대여명이 약 5~10년 정도 차이
가 난다고 계산하였다.

소득불평등의 건강결과에 대한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리차드 윌킨슨
(Richard Wilkinsion, 1986, 1992)의 작업을 통해 다시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1개국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윌킨
슨은 가구규모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세후 소득으로 표준화한 지니계수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했을 때, 기대여명과 강력한 역의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r=-0.81, p<0.0001,1986). 동시에, OECD 9개국의 기대여
명과 인구 중 가장 가난한 70%가 차지하는 소득비율 사이에 접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r=0.86, p<0.001, 1992). 1인당 국민총생산과 가난한 
70%의 인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비율은 이들 국가 사이에 나타나는 기대여명
의 변이를 3/4 정도 설명하였다. 반면 1인당 국민총생산으로는 변이의 10%정
도 채 설명할 수 없었다(Wilkin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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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Flegg, 1982) 는 46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영아 사망률의 예측인자를 
조사하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과 지니계수만을 포함한 회귀모형에서 이들 변
수들은 국가간 영아사망률의 차이를 55% 설명하였다. 이 두 변수들은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한 예측인자들이었다. 이 모형에 어머니의 문맹률과 주민 
1,000명당 간호사와 의사수를 추가하면 영아 사망률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15%나 높일 수 있었다. 프레그는 이후 소득재분배정책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소득변이계수(소득이 평균에서 멀어진 정도의 측정치)가 1% 감
소하면 영아사망률이 0.47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Cl, 0.169 ~ 
0.733%). 만일 가상 국가의 변이계수가 1.2(46개국의 기하평균값)에서 0.7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대만등 비교적 평등한 국가의 값)로 감소한다면, 영
아 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20명까지 감소한다. 반대로 변이계수가 1.2에서 
1.9(에콰도르, 가봉, 케냐처럼 매우 불평등한 국가들의 측정치)로 증가할 경
우, 영아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25명으로 증가한다. 

르그랑(LeGrand, 1987)은 17개의 선진국에서 평균사망 연령과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의료비지출, 인구 중 하위빈곤층 20%가 벌어들인 소득이 국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관계를 조사했다. 사망연령은 주로 소득재분
배와 가장 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며(p<0.01), 국내총생산이나 1인당 의료
비지출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월드먼(Waldman, 1992)은 70개의 부유한 국가들과 빈곤 국가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하위 20% 빈곤층의 소득이 동등할 때 영아 사망률은 상위5% 부유
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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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부터 1985년까지 18개의 선진국의 영아 사망률을 살펴본 웨네모
(Wenemo, 1993)의 연구에서도 영아사망률이 사회의 상대적 빈곤정도와 
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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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경 제 수 준 교 육 수 준
1인당 GDP(ppp US$)

지니계수
여성1인당 평균소득
남성1인당 평균소득

여성 경제활동율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
성인 남성 문자해독률

여성 교육률
남성 교육률

보건의료 수준 생화학적 요인

피임 실천률
분만시 의료진 참여율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인당 보건의료비

분 산 분 석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오염 수준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CO 배출량
다 중 회 귀 분 석

국  가  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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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저출생체중아 출생에 영향을 주는 변
수들을 선정하여 국가의 경제수준지표와 교육수준지료, 보건의료수준지표, 
생화학적 요인, 국가의 오염수준등으로 나누어 종속변수인 국가별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과의 관계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뒤, 각 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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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가 중 WHO, World Bank, 국제연합에서 
제시된 국가 중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제시한 152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유럽 18개국, 중동부 유럽과 구소련 연방 26개국 ,북아메리
카 2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 동아시아 및 태평양 9개국 , 아랍 13개국 , 라
틴 아메리카 20개국 , 사하라아프리카 31개국, 남아시아 5 개국이며 2개국
은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2 연구대상 국가의 지역별 분포
N

서유럽 18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연방 26   

북아메리카 2

오세아니아 3

동아시아 및 태평양 9

아랍 13

라틴 아메리카 20

사하라아프리카 31

남아시아 5

기타 2

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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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각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을 이용하였으며, 교육관련 변수는
UNESCO 자료를 이용하였다. WHO의 통계지원 사이트인 WHO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WHOSIS) 와 국제연합의 국가별 자료를 일부 이용하
였다.

가. 변수의 선정 배경

본 연구의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선정
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임신의 결과 또는 저출생체중아 출생에 영향을 준
다고 보고된 소득관련 변수로 1인당 GDP, 여성 1인당 소득, 남성 1인당 
소득과 여성경제활동률과 지니계수등을 경제수준 관련 변수로 선정하였다. 
교육관련 변수로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 성인 남성 문자해독률, 남성교육
률과 여성 교육률을 선정하였다.
환경오염 관련 변수로는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 CO배출량을 선
정하였다. 보건의료수준 관련 변수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분만시 의료
진 참여율, 1인당 의료비 지출 등을 주산기 또는 다른 의료에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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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속 변수 및 독립 변수 설명
변수명 영문명 변수설명

종
속
변
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Infants with low 
birth-weight (%)

전체 출산 신생아 중 
저출생체중아 비율

경
제
수
준

1인당 GDP (PPP 
US$)*

GDP per capita
(PPP US$)

한 국가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의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초로 미달러화로 
환산한 것

지니 계수 Gini index 완전한 평등 
배분으로부터 국가내 
개인과 가구사이에 
수입(또는 소비)의 배분을 
측정한 지수
0은 완전평등을 100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여성 1인당 평균 
소득*

Estimated earned 
income(PPP US$) 
 female

전체 소득을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 또는 
남성의 인구비율로 결정
(남녀 소득의 합은 GDP)남성 1인당 평균 

소득*
Estimated earned 
income(PPP US$) 
 male

여성 경제활동율 Female economic 
activity rate
(age 15 and 
above) (%)  

15세 이상으로 제조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 또는 
종사 가능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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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수
준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

Adult literacy rate
(% age 15 and 
above)  female

1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간단하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성인 남성 

문자해독률
Adult literacy rate
(% age 15 and 
above)  male

여성 교육율 Combined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ratio (%)

초등, 중등, 고등 교육 
비율의 합남성 교육율

보
건
의
료
수
준

15-19세 
여성1000명당 
출산율

Birth per 1000 
women aged 
15~19 

합계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per woman)

산모가 출산해의 마지막 
날까지 생존하고 매년 
일반적인 연령별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여성 1인당 분만 수.

피임실천률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

15~49세 결혼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전통적 
또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인구율 

분만시 의료진 
참여율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

임신, 진통, 산욕기 
동안에 임산부에게서 
분만과 신생아를 
간호하거나 정보를 제공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진이 분만에 
참여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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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10만명당) Physicians
(per 100,000 
people)

의학관련 학교나 기관을 
졸업하고 의학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구수 (10만명당)

1인당 보건의료비 *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PPP 
US$) 

1인당 보건의료비 

생
화
학
요
인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Cigarette 
consumption per 
adult (annual 
average)

오
염
수
준

하수도 보급률 Population with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

적절한 
위생관리시설(배설물 
정화시설, 하수구 등)을 
제공받고 있는 인구비율

상수도 보급률 Population with 
sustainable access 
to an improved 
water source (%)

인구 중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율이며 이는 가정과 
야외에서의 관리되는 물, 
관리되지는 않지만 
오염의 위험이 없는 샘, 
우물 등의 보급률

* 구매력 평가 지수(ppp US$)는 UN 국제비교프로그램(ICP)에서 개발된 것으로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인 공식 환율에 기초를 두지 않고 더욱 정확하게

  GDP 및 그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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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획된 임신은 전반적으로 임신의 결과를 향상시키며, 저출생체중아 
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피임실천률은 계획된 임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피임실천률을 포함시켰다. 
또한 출산 시의 엄마의 나이는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U’ 자형의 관계가 
있음을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다. 이는 19세 이하 출산율과 매우 
관련이 깊으며, 관련 변수로 15~19세 여성 천 명당 출산율과 여성 평균결
혼연령을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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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출처
변수명 자료명 자료원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3.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인당 GDP (PPP U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03

지니 계수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성인 남성 문자해독률
여성 교육 비율
남성 교육 비율

여성 1인당 평균 소득*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03
남성 1인당 평균 소득*
여성 경제활동율 Estimates and 

Projection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50-2010, 4th ed., 

rev. 2

ILO 2002

합계 출산율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50-2050: The 
2002 Revision

U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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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력 평가 지수(ppp US$)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2003 Millennium 

Indicators Database

UN

피임실천률
분만시 의료진 참여율
의사수(10만명당) WHO 2003 WHO
1인당 보건의료비*
성인 1인당담배소비량
15~19세 여성1000명당 
출산율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

United Nation Statistic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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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종속변수인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출생체중아 출생
률로 한다.

첫째, 각 변수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알기위해 종속변수인 저출생체중아 출

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다.

둘째, 지역에 따라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9개의 지역; 서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

역, 아랍지역,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연방, 남아

시아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나누어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기술통

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위 지역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에 따라 서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연방을 지역 1,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아랍, 라틴아메리카를 지역 2로 사하라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지역 

3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시 포함하였다.

넷째, 1인당 GDP, 지니계수, 여성 교육률, 남성 교육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CO 배출량을 각각의 4분위수로 나누어, 4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38 -

다섯째, 독립변수들의 개별적인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들을 모두 모

형에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엑셀과 SAS package 8.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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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가.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종속변수인 국가별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152개국이었
으며, 대상국가의 평균은 10.01% 이고, 최소값은 3% 인 사우디아라비아였으
며, 최대값은 30%인 방글라데시였다.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3 을 보면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왜도 측정값 또한 1.53이었다. 저출
생체중아 출생률에 로그값으로 전환한 후의 왜도는 0.317로 감소하였으며, 
그림 4 에서와 같이 정규분포의 양상을 보였으므로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시
에 정규성 분포를 따르는 로그를 전환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사용하였다. 

표 5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일반적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152 10.01 5.0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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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분포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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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체중아 출생율

         그림 4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로그전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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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     0.6     0.72    0.84    0.96    1.08    1.2     1.32    1.44                                  Log(저출생체중아 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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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

구분

서유럽 18 6.44 2.502 4 15 지역1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연방

26  

 
6.65 2.058 4 13 지역1

북아메리카 2 7 1.414 6 8 지역1

오세아니아 3 8.33 3.214 6 12 지역1

동아시아 및 

태평양
9 9.44 3.64 6 18 지역2

아랍 13 9.53 5.189 5 26 지역2

라틴 아메리카 20 9.95 5.423 3 28 지역2

사하라 아프리카 31 13.51 3.567 9 24 지역3

남아시아 5  23 5.049 17 30 지역3

지역별 국가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서유럽지역이 평균 6.44%(N=18) 로 
가장 낮은 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연방(6.65%, 
N=26), 북아메리카(7%, N=2), 오세아니아 지역(8.33%,N=3) 순으로 낮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다. 
위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이 6.44~8.33인 네 지역을 지역 1로 묶었
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평균 9.44%(N=9), 아랍 지역은 평균 9,53% 
(N=13),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평균 9.95(N=20) 으로 세 지역이 평균 
9.0%대로 비슷한 평균을 나타냈으며, 이 세 지역을 지역 2로 구분하였다.
사하라아프리카 지역(N=31)과 남아시아 지역(N=5)이 각각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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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23%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을 보였으므로, 이 지역을 지역 3으로 구분하였다.
저출생체중아 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별 사회 ․ 경제 지표로 측
정할 수 없는 요소들, 예를 들면 문화적, 지역적 특성 등을 설명하고자 평
균 별로 지역 1, 지역 2, 지역 3 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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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국가의 사회 ․ 경제 ․ 환경지표들의 특성
표 7 대상 국가의 사회 ․ 경제 ․ 환경지표들의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GDP(PPP US$) 151 8489.78 9161.83 470 53780

지니 계수 113 39.84 10.69 24.4 70.7

여성1인당 소득(PPP US$) 128 6015.98  6805.54  365 29569  

남성1인당 소득(PPP US$) 128  11898.98 12845  610 78723 

여성경제활동율 143  52.51 14.94 9.3 82.7

성인여성 문자해독률 112 73.27 25.07 8.90 99.80

성인남성 문자해독률 112  83.13  17.19   24.4 99.8

남성 교육률 80  183.92 48.17 44.73 253.18

여성 교육률 82  186.43 62.53 0 285.00

분만시 의료진참가율 117 71.05 28.53 6 100

10만명 당 의사수 149 158.6 142.43 1 590

19세 이하 여성출산율 128 58.32 49.52 4 233

피임 실천률 96 44.76 22.72 4 84

합계 출산율 147  3.14 1.71 1 8

1인당 보건의료비 150 583.36 811.90 12 4499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96 1299.9 823.60 109 3322  

평균 결혼연령-여성 107 23.29  2.84 17 31

상수도 보급률 122 79.69 18.94   24 100

하수도 보급률 117 73.88 26.44 8 100

CO 배출량 147 4.72 8.71 0.1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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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국가별 1인당 GDP 의 분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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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PPP US$)의 최소값은 470$로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시
에라 레원이라는 국가였으며, 최대값은 53,780$ 로 서유럽지역의 룩셈부
르크였으며 평균은 8489.7$ 였다. 1인당 GDP(PPP US$)의 분포를 그래
프로 본 것은 그림 5 과 같으며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지니계수는 113개국에서 관찰되었으며 평균은 39.84이며 최소값은 24.4로 
헝가리였으며, 최대값은 70.7로 사하라아프리카 지역의 나미비아였다. 

여성1인당 소득(N=128)의 평균은 6015.9$고 남성 1인당 소득(N=128)의 
평균은 11898.9$로, 남성 1인당 소득이 여성1인당 소득의 1.97배였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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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여성 1인당 소득의 최소값 = 365$, 남성 1인당 소득의 최소값=610$) 
과 최대값 (여성 1인당 소득의 최대값 = 29569$, 남성 1인당 소득의 최대값
= 78723$) 도 남녀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N=112)의 평균은 73.27%, 성인 남성 문자해독률
(N=112)의 평균은 83.13%로 남녀간의 차이가 10% 정도로 남성의 자료가 
높았으며, 남녀 모두 최대값은 99.8%로 차이가 없었으나, 최소값은 여성 문
자해독률이 8.9%, 남성의 문자해독률이 24.4%로 남성의 자료가 높았다. 여
성 교육률(N=82) 의 평균은 186.43으로 남성교육률(N=80)의 평균 183.92
로 약간 높았으며, 최대값도 여성 교육률이 285로 남성교육률의 최대값 
253.18보다 높았으나, 여성교육율의 최소값은 0으로 그 편차가 컸다.

상수도 보급률(N=122)과 하수도 보급률(N=117)은 각각의 평균이 79.69%
와 73.88% 였으며, 최대값은 모두 100% 였다. CO 배출량(N=147)은 평균은 
4.72, 최대값 91.5, 최소값은 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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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주요 사회 ․ 경제 ․  환경지표 별 
   평균비교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주요 사회 ․ 경제 ․ 환경지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표를 4분위수로 나눈 네 집단간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
을 비교하였다.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다중비
교 방법으로 투키검정을 사용하였다.

대상국가의 1인당 GDP(PPP US$)를 4분위수로 나누어 네 집단으로 나누
어 본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표 8 과 같다.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집단
인 1분위 집단(470$~ 1960$)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이 15.13%
로 그 상위인 2분위 (1,961$~5,260$) 의 평균 9.89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최대값인 30%를 갖는 국가는 역시 1인당 GDP 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였다.

4분위 집단( 11,301$~53,780$)의 평균은 6.77%로 역시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으며, 이 집단의 최소값(3%)이 전체 국
가의 최소값과 같았다. 그러나 네 집단의 최소값은 3%~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대값은 10%~30%로 좀 넓은 차이가 있었다.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의 평균은 낮았으며, 1인당 
GDP를 4분위수로 나눈 네 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한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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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인당 GDP(PPP US$)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1인당 GDP(PPP US$)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470 ~ 1,960 38 15.13 5.604 6 30

       ~ 5,260 37 9.89 4.351 5 26

       ~ 11,300 41 8.17 3.073 4 15

       ~ 53,780 35 6.77 1.800 3 10

는 표 9 와 같다. F=33.77(p<.0001) 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네 집단간
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은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투키검정결과 1분위수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은 모
두 유의수준 0.05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2분위수 집단과 4분

 그림 6 1인당 GDP(PPP US$)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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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 집단간의 평균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인당 GDP가 높은 집단일
수록 낮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다.

표 9 1인당 GDP(PPP US$)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평균비교
F 33.77

p 값 <.0001 ***

1인당 GDP(A) 1인당 GDP(A)
평균차이

(A-B)

95

% 신뢰구간

470 ~ 1960 ~ 5260 0.1882 0.09745 0.28019 **

~ 11300 0.27350 0.18092 0.36608 **

~ 53780 0.33618 0.24360 0.42876 **

~ 5260 470 ~ 1960 -0.18882 -0.28019 -0.09745 **

~ 11300 0.08468  -0.0073 0.1766

~ 53780 0.14736 0.05536 0.2393 **

~ 11300 470 ~ 1960 -0.27350 -0.36608 -0.18092 **

~ 5260 -0.08468 -0.17667 0.00731

~ 53780 0.06268 -0.03052 0.15587

~ 53780 470 ~ 1960 -0.33618 -0.42876 -0.2436 **

~ 5260 -0.14736 -0.23935 -0.05536 **

~ 11300 -0.06268 -0.15587 0.03052

  ** p< 0.05    *** p< .0001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4분위수로 네 집단으로 구
분하여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특성을 본 결과, 지니계수상 가장 평등한 
집단인 1분위 집단(24.4 ~ 32.7)의 평균이 7.37% (N=29) 로 가장 낮고, 
가장 불평등한 집단인 4분위 집단(46.3 ~ 70.7)이 평균 11.67로 가장 높



- 49 -

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보였으나, 3분위 집단(38.3 ~ 46.2)의 평균
(9.37%, N=28) 이 2분위 집단(32.8 ~ 38.2)의 평균(11.10%, N=29)보
다는 낮았다. 특이한 점은 각 집단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최대값은 1분
위수 집단의 최대값(30%)이 가장 높고, 4분위수 집단의 최대값이 22%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표 10 지니 계수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지니 계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4.4 ~ 32.7 29 7.37 4.67 4 30

~ 38.2 29 11.10 6.18 4 26

~ 46.2 28 9.37 3.60 5 28

~ 70.7 27 11.67 4.01 5 22

그림 7 지니계수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평균

0

2

4

6

8

10

12

14

24.4 ~ 32.7 ~ 38.2 ~ 46.2 ~ 70.7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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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5    *** p< .0001

소득불평등과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관계를 보기 위해, 지니계수
를 4분위수로 나눈 네 집단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비교하였다(표 11). 
그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F=7.54 ( p=0.0001 )로 네 집단의 저출생
체중아 출산율 평균은 모두 같지 않았으며, 투키검정 결과 1분위 집단과 2
분위, 4분위 집단의 평균이 차이를 보였다. 1분위 집단의 저출생체중아 출
생률의 평균이 2분위 집단과 4분위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다. 표 10 과 그

표 11 지니계수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 다중비교
F 7.54

p 값 0.0001 ***

지니계수(A) 지니계수(B)
평균차이

(A-B)

95

% 신뢰구간

24.4 ~ 32.7 ~ 38.2 -0.1593 -0.28097 -0.03772 **

~ 46.2 -0.11555 -0.23941 -0.00830

~ 70.7 -0.21456 -0.33727 -0.09186 **

~ 38.2 24.4 ~ 32.7 0.15934 0.03772 0.28097 **

~ 46.2 0.04379 -0.08006 0.16765

~ 70.7 -0.05522 -0.17792 0.06749

~ 46.2 24.4 ~ 32.7 0.11555 -0.00830 0.23941

~ 38.2 -0.04379 -0.16765 0.08006

~ 70.7 -0.09901 -0.22393 0.02591

~ 70.7 24.4 ~ 32.7 0.21456 0.09186 0.33727 **

~ 38.2 0.05522 -0.06749 0.17792

~ 46.2 0.09901 -0.02591 0.2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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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분위집단의 평균이 1분위 집단의 평균보다 높
아졌으나, 3분위 집단의 평균(9.37%, N=28) 이 2분위 집단의 평균보다는 
다시 낮아지고, 4분위 집단의 평균은 다시 높아졌으나, 3분위 집단과 다른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는 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지 않았
다.

여성교육율의 4분위 네 집단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2 와 같다. 여성교육률이 높은 집단일수록 저출생체중아의 평균은 감
소하며, 최대값도 여성교육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감소한다.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F=13.38 (p<.0001)로 네 집단간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본 다
중비교결과는 1분위수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 2분위수 집단과 4분위수 집
단, 3분위수 집단과 4분위수 집단도 유의수준 0.05하에서 집단간 저출생체
중아 출생률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3) 

남성교육율의 4분위 네 집단에서도 남성교육률이 높은 국가집단일수록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이 감소하였으며, 최대값도 남성교육률이 높은 
국가집단일수록 낮았다(표 14). 분산분석과 다중비교 결과,(표 15) 유의수
준 0.05 하에서 F=8.67(p=<.0001)로 네 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지 않으
며, 1분위 집단과 3분위, 4분위 집단의 평균이 유의수준 0.05하에서 차이
가 있었으며, 1분위 집단 즉, 남성 교육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 3분위 집단
과 4분위 집단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2분위 집단과 4분위 집단의 평균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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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0.05    *** p< .0001

표 13 여성 교육률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 다중 비교
F 13.38

p 값 <.0001 ***

여성 교육률

(A)

여성 교육률

(B)

평균차이

(A-B)

95

% 신뢰구간

0 ~ 145 ~ 195 0.15221 0.03034 0.27409 **

~ 244 0.16594 0.04556 0.28632 **

~ 285 0.29286 0.17098 0.41473 **

~ 195 0 ~ 145 -0.15221 -0.27409 -0.03034 **

~ 244 0.01373 -0.10815 0.13560

~ 285 0.14064 0.01729 0.36400 **

~ 244 0 ~ 145 -0.16594 -0.28632 -0.04556 **

~ 195 -0.01373 -0.13560 0.10815

~ 285 0.12692 0.00504 0.24879 **

~ 285 0 ~ 145 -0.29286 -0.41473 -0.17098 **

~ 195 -0.14064 -0.26400 -0.01729 **

~ 244  -0.12692 -0.24879 -0.00504 **

표 12 여성교육률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여성교육률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0 ~ 145 21 12.61 6.0205 3 30

~ 195 20 8.65 3.4682 4 18

~ 244 21 7.95 1.6271 6 10

~ 285 20 5.95 1.276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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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0.05    *** p< .0001

표 15 남성 교육률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 다중비교
F 8.67

p 값 <.0001 ***

남성 교육률

(A)

남성 교육률

(B)

평균차이

(A-B)

95

% 신뢰구간

44 ~ 152 ~ 192 0.11006 -0.02234 0.24247

~ 220 0.15273 0.02360 0.28186 **

~ 253 0.24985 0.00916 0.38055 **

~ 192 44 ~ 152 -0.11006 -0.24247 0.02234

~ 220 0.04267 -0.08819 0.17353

~ 253 0.13979 0.00739 0.27219 **

~ 220 44 ~ 152 -0.15273 -0.28186 -0.02360 **

~ 192 -0.04267 -0.17353 0.08819

~ 253 0.09712 -0.03201 0.22625

~ 253 44 ~ 152 -0.24985 -0.38055 -0.11916 **

~ 192 -0.13979 -0.27219 -0.00739 **

~ 220 -0.09712 -0.22625 0.03201

표 14 남성교육율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남성교육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44 ~ 152 20 11.7 5.2924 3 30

~ 192 19 9.31 5.2286 4 26

~ 220 21 7.85 2.2200 4 13

~ 253 20 6.15 1.18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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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보급율의 네 집단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은 표 1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하수도 보급률이 높은 집단일 수록 저체중아 출생률의 평균
과 최대값이 모두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표 16). 분산분석 결과 이러한 
네집단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F=13.29, p<.0001), 다중비교결과 1분위집단과 3 ․ 4분위 집단, 2분위 
집단과 4분위 집단간의 평균의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평균의 차이
를 보였다(표 17).

상수도 보급률도 보급률이 높은 집단 일수록 저출생체중아의 평균과 최대
값은 감소하여 보급률이 가낭 좊은 4분위 집단이 가장 낮은 저출생체중아
의 평균과 최대값을 보였다. 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0001하에서 
F=9.01(p<.0001) 으로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하수도 보급률
의 네 집단과 비슷한 양상으로 1분위 집단과 3 ․ 4분위 집단이 저출생체중
2분위 집단과 4분위 집단의 평균이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8, 표 19)

CO 배출량의 4분위 네 집단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은 표 20 과 
같다. CO 배출량이 높은 집단 일수록 저체중아 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최대값도 감소하고 있다. 다중 비교 한 결과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하에서 F=27.28(p<.0001)로 네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3분위 집단과 4분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모두 집단간 유의
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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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p<.0001

표 16 하수도 보급율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하수도보급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8 ~ 56 31 14.77 6.6116 4 30

~ 83 29 11.72 3.9990 6 22

~ 97 28 9.75 3.6679 5 17

~ 100 29 7.79 2.8707 3 18

표 17 하수도 보급률별 저출생체중아 출생율의 평균비교
F 13.29

p 값 <.0001 ***

하수도 

보급률(A)

하수도 

보급률(B)

평균차이

(A-B)

95

% 신뢰구간

8 ~ 56 ~ 83 0.07985 -0.03285 0.19255

~ 97 0.16689 0.05315 0.28062 **

~ 100 0.25929 0.14660 0.37199 **

~ 83 8 ~ 56 -0.07985 -0.19255 0.03285

~ 97 0.08704 -0.02854 0.20262

~ 100 0.17945 0.06488 0.29401 **

~ 97 8 ~ 56 -0.16689 -0.28062 -0.05315 **

~ 83 -0.09704 -0.20262 0.02854

~ 100 0.09241 -0.02317 0.20799

~ 100 8 ~ 56 -0.25929 -0.37199 -0.14660 **

~ 83 -0.17945 -0.29401 -0.06488 **

~ 97 -0.09241 -0.20799 0.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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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p<.0001

표 19 상수도 보급률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비교
F 9.01

p 값 <.0001 ***

상수도 

보급률 (A)

상수도 

보급률 (B)

평균차이

(A-B)

95

% 신뢰구간

24 ~ 68 ~ 84 0.09072 -0.02683 0.20808

~ 96 0.15844 0.04088 0.27599 **

~ 100 0.22744 0.10787 0.34700 **

~ 84 24 ~ 68 -0.09072 -0.20828 0.02683

~ 96 0.06771 -0.04984 0.18527

~ 100 0.13671 0.01715 0.25628 **

~ 96 24 ~ 68 -0.15844 -0.27599 -0.04088 **

~ 84 -0.06771 -0.18527 0.04984

~ 100 0.06900 -0.05057 0.18857

~ 100 24 ~ 68 -0.22744 -0.34700 -0.10787 **

~ 84 -0.13671 -0.25628 -0.01715 **

~ 96 -0.06900 -0.18857 0.05057

표 18 상수도 보급율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상수도보급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4 ~ 68 31 13.58 4.7803 6 28

~ 84 31 11.45 5.2904 5 26

~ 96 31 9.93 4.7605 3 21

~ 100 29 8.34 4.753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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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p<.0001

표 21 CO 배출량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평균비교
F 27.08

p 값 <.0001 ***

CO 배출량

(A)

CO 배출량

(B)

평균차이

(A-B)

95

% 신뢰구간

0.1 ~ 0.6 ~ 2.3 0.11383 0.01881 0.20885 **

~ 6.4 0.24437 0.14935 0.33940 **

~ 91.5 0.30152 0.20584 0.39720 **

~ 2.3 0.1 ~ 0.6 -0.11383 -0.20885 -0.01881 **

~ 6.4 0.13054 0.03552 0.22556 **

~ 91.5 0.18769 0.09201 0.28337 **

~ 6.4 0.1 ~ 0.6 -0.24437 -0.33940 -0.14935 **

~ 2.3 -0.13054 -0.22556 -0.03552 **

~ 91.5 0.05714 -0.03853 0.15282

~ 91.5 0.1 ~ 0.6 -0.30152 -0.39720 -0.20584 **

~ 2.3 -0.18769 -0.28337 -0.09201 **

~ 6.4 -0.05714 -0.15282 0.03853

표 20 CO 배출량 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특성
CO 배출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0.1 ~ 0.6 37 13.78 5.3340 5 30

~ 2.3 37 10.94 5.2859 4 26

~ 6.4 37 7.78 2.7399 4 15

~ 91.5 36 6.638 1.606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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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사회 ․ 경제 ․ 환경수준과의 관계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사회 ․ 경제 ․ 환경 수준간의 관계를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사회 ․ 경제 ․ 환경 수준간의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인 국가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각각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위해 실시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22과 같다.

종속변수인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과 1인당 GDP, 성인 남성․여성의 문자해독률, 남성 ․ 여성의 
1인당 소득, 하수도 보급률, CO 배출량, 분만시 의료진참가율, 10만명당 
의사수,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피임실천률, 1인당 의료비는 유의확률 
<.0001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단, CO 
배출량의 p=0.0037). 지니계수와 (p=0.0074) 19세 이하 출산율
(p<.0001), 합계출산율(p<.0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α=0.05). 여
성 경제활동율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인당 GDP는 여성 1인당소득, 남성 1인당 소득, 1인당 의료비와 0.9이상
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과 성인 남성 문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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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률, 여성 1인당 소득과 남성 1인당 소득 등 남녀 자료 간에 상관계수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1인당 의료비는 1인당 GDP, 여성1인
당 소득, 남성 1인당 소득과 모두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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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사회 ․ 경제 ․ 환경 수준과의 상관관계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

1인당 

GDP

(US$)

지니

계수

여성

문자

해독률

남성

문자

해독률

여성 

1인당 

소득

(US$)

남성 

1인당 

소득

(US$)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CO 

배출량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10만명

당 

의사수

성인 

1인당 

담배소

비량

여성

경제

활동율

19세 

이하 

출산율

피임

실천률

합계

출산율

1인당 

의료비

여성

평균

결혼

연령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

1

152

-0.458

<0.001

151

0.2506

0.0074

113

-0.623

<.0001

112

-0.623

<.0001

112

-0.476

<.0001

128

-0.486

<.0001

128

-0.502

<.0001

117

-0.390

<.0001

122

-0.237

0.0037

147

-0.671

<.0001

117

-0.564

<.0001

149

-0.513

<.0001

96

0.1537

0.0668

143

0.5560

<.0001

128

-0.492

<.0001

96

0.6003

<.0001

147

-0.409

<.0001

150

0.5835

<.0001

124

1인당 

GDP

1

152

-0.420

<.0001

113

0.511

<.0001

131

0.474

<.0001

131

0.971

<.0001

145

0.994

<.0001

145

0.4874

<.0001

134

0.5353

<.0001

121

0.5024

<.0001

147

0.5433

<.0001

117

0.5195

<.0001

149

0.5492

<.0001

96

-0.231

0.0055

142

-0.560

<.0001

128

0.4850

<.0001

96

-0.534

<.0001

146

0.9267

<.0001

150

-0.585

<.0001

124

지니 

계수

1

113

-0.148

0.173

86

-0.240

0.0256

86

-0.461

<.0001

106

-0.409

<.0001

106

-0.256

0.0171

86

-0.274

0.0062

91

-0.433

<.0001

111

-0.124

0.2565

85

-0.509

<.0001

111

-0.392

0.0002

83

-0.044

0.6449

112

0.5531

<.0001

106

-0.220

0.0508

79

0.4524

<.0001

113

-0.392

<.0001

113

0.3910

<.0001

104

여성

문자해

독률

1

112

0.949

<.0001

112

0.523

<.0001

107

0.5180

<.0001

107

0.5606

<.0001

93

0.4976

<.0001

96

0.8079

0.0308

108

0.7954

<.0001

94

0.6414

<.0001

110

0.5667

<.0001

73

-0.245

0.009

112

-0.666

<.0001

99

0.7398

<.0001

83

-0.809

<.0001

112

0.4740

<.0001

111

-0.727

<.0001

96

남성

문자해

독률

1

112

0.523

<.0001

107

0.4883

<.0001

107

0.556

<.0001

93

0.4655

<.0001

96

0.1558

0.1072

108

0.7672

<.0001

94

0.6065

<.0001

110

0.5816

<.0001

73

-0.281

0.0026

112

-0.680

<.0001

99

0.7056

<.0001

83

-0.781

<.0001

112

0.4401

<.0001

111

-0.725

<.000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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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체중아 

출생률

1인당 

GDP

(US$)

지니

계수

여성

문자

해독률

남성

문자

해독률

여성 

1인당 

소득

(US$)

남성 

1인당 

소득

(US$)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CO 

배출량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10만명

당 

의사수

성인 

1인당 

담배소

비량

여성

경제

활동율

19세 

이하 

출산율

피임

실천률

합계

출산율

1인당 

의료비

여성

평균

결혼

연령

여성 

1인당 

소득

1

128

0.9462

<.0001

128

0.4620

<.0001

99

0.5219

<.0001

104

0.7075

<.0001

124

0.5278

<.0001

124

0.6033

<.0001

126

0.5418

<.0001

92

-0.098

0.2683

128

-0.584

<.0001

118

0.5020

<.0001

87

-0.564

<.0001

128

0.9512

<.0001

127

-0.602

<.0001

115

남성 

1인당 

소득

1

128

0.5203

<.0001

99

0.5569

<.0001

104

0.7492

<.0001

124

0.5904

<.0001

98

0.5699

<.0001

126

0.5863

<.0001

91

-0.280

0.0013

128

-0.575

<.0001

118

0.5008

<.0001

87

-0.543

<.0001

128

0.9038

<.0001

127

-0.588

<.0001

115

하수도 

보급률

1

117

0.699

<.0001

117

0.4936

<.0001

112

0.6371

<.0001

105

0.5287

<.0001

114

0.4846

<.0001

68

-0.377

<.0001

110

-0.494

<.0001

95

0.5267

<.0001

82

-0.584

<.0001

113

0.3949

<.0001

115

-0.588

<.0001

115

상수도 

보급률

1

122

0.4994

<.0001

117

0.5859

<.0001

105

0.5099

<.0001

119

0.5239

<.0001

73

-0.347

0.0001

115

-0.601

<.0001

100

0.6869

<.0001

84

-0.694

<.0001

118

0.4580

<.0001

120

-0.604

<.0001

97

CO 

배출량

1

147

0.4720

<.0001

113

0.286

0.0005

115

0.5432

<.0001

95

-0.196

0.0211

138

-0.314

0.0004

125

0.1828

0.0778

94

-0.263

0.0016

142

0.3883

<.0001

147

-0.282

0.0017

121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1

117

0.6150

<.0001

115

0.5904

<.0001

67

-0.319

0.0002

109

-0.670

<.0001

96

0.7072

<.0001

84

-0.791

<.0001

113

0.4194

<.0001

116

-0.727

<.00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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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체중아 

출생률

1인당 

GDP

(US$)

지니

계수

여성

문자

해독률

남성

문자

해독률

여성 

1인당 

소득

(US$)

남성 

1인당 

소득

(US$)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CO 

배출량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10만명

당 

의사수

성인 

1인당 

담배소

비량

여성

경제

활동율

19세 

이하 

출산율

피임

실천률

합계

출산율

1인당 

의료비

여성

평균

결혼

연령

10만명

당 

의사수

1

149

0.6841

<.0001

95

-0.179

0.339

140

-0.657

<.0001

126

0.5898

<.0001

94

-0.718

<.0001

144

0.5201

<.0001

148

-0.598

<.0001

122

성인 

1인당 

담배

소비량

1

96

-0.164

0.110

96

-0.647

<.0001

90

0.4849

<.0001

60

-0.666

<.0001

96

0.4858

<.0001

95

-0.633

<.0001

87

여성

경제

활동율

1

143

0.3047

0.0005

127

-0.305

0.0025

96

0.2590

0.0018

143

-0.137

0.1035

141

0.3312

0.0002

122

19세 

이하 

출산율

1

128

-0.700

<.0001

88

0.8426

<.0001

128

-0.493

<.0001

128

0.8711

<.0001

123

피임

실천률

1

96

-0.843

<.0001

96

0.4413

<.0001

96

-0.709

<.000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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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체중아 

출생률

1인당 

GDP

(US$)

지니

계수

여성

문자

해독률

남성

문자

해독률

여성 

1인당 

소득

(US$)

남성 

1인당 

소득

(US$)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CO 

배출량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10만명

당 

의사수

성인 

1인당 

담배소

비량

여성

경제

활동율

19세 

이하 

출산율

피임

실천률

합계

출산율

1인당 

의료비

여성

평균

결혼

연령

합계출

산율

1

147

-0.479

0

145

0.7820

0

123

1인당 

의료비

1

150

-0.533

<.0001

124

여성

평균

결혼

연령

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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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사회 ․ 경제 ․ 환경수준과의 관계

종속변수인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왜도는  1.53 
이었다 (그림 3).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로그를 취했을 때, 왜도는  0.317 
로 감소했으며 그래프 또한 정규 분포의 양상을 보였으므로 (그림 4) 다중회
귀분석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1인당 GDP 와 여성 1인당 소득 및 남성 1인당 소득과 유의수준 0.05 하
에서 유의하게 상관계수 0.9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는 1인당 의료비는 제외하
였으며,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독립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합계 출산율과 10만명당 의사수는 다중 회귀분석
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중회귀분석시 사용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변 수   : 지역 1, 지역 2, 지역 3 (표 6 참조)

경 제 수 준   :  

 

1인당 GDP, 지니계수, 여성 1인당 소득, 남성 1인당 

소득, 여성 경제활동율

교 육 수 준   :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 성인 남성 문자해독률, 여성 

교육률, 남성 교육률

보건의료수준  :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19세 이하 출산율, 피임실천률

환경오염수준  :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CO 배출량

생화학적 요인 :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 65 -

표 23 변수 모두와 상수도 보급률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VIF 1)

상수 2.99706 1.51400 1.98 0.1421

지역2     -0.00447 0.25638 -0.02 0.9872 7.16863

지역3     -0.11991 0.27070 -0.44 0.6878 23.13348

1인당 GDP

(PPP US$) 
-0.00111 0.00218 -0.51 0.6463 411926

지니 계수    -0.0000341 0.00991 -0.00 -.9975 10.58899

여성 1인당 소득 0.00067964 0.00118 0.58 0.6039 72362

남성 1인당 소득 0.00046270 0.00104 0.45 0.6832 142018

여      성  

경제활동율  
-0.01854 0.01365 -1.36 0.2674 53.23049

여성 문자해독률  0.01386 0.02188 0.63 0.5715 294.98565

남성 문자해독률 -0.02049 0.02613 -0.78 0.4901 148.12350

여성 교육률 0.00345 0.00834 0.41 0.7073 257.89851

남성 교육률 -0.00100 0.00607 -0.17 0.8793 93.41607

분만시 의료진 

참 가 율  
-0.00526 0.00510 -1.03 0.3781 24.13211

19세 이하 

출 산 율  
0.00195 0.00149 1.31 0.2814 5.61462

피임실천률 -0.00668 0.00471 -1.42 0.2509 9.88019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0.0001679 0.0003487 -0.48 0.6631 58.95883

상수도 보급률 0.00302 0.00543 0.56 0.6166 8.79901

CO 배출량  0.01179 0.04566 0.26 0.8129 62.29134

R-Square 0.9239

Adj R-Sq 0.4929

F 2.14

Pr > F 0.2906

1) 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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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변수 모두 와 하수도 보급률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VIF

상수 0.24989 0.61308 0.41 0.7109 0

지역2     -0.00471 0.08074 -0.06 0.9571 6.82987

지역3     0.43689 0.11073 3.95 0.0290 37.18162 **

1인당 GDP

(PPP US$) 
-0.0007057 0.00065644 -1.08 0.3611 357438

지니 계수    0.01116 0.00282 3.96 0.0287 8.21647 **

여성 1인당 소득 0.00047466 0.00035417 1.34 0.2726 63016

남성 1인당 소득 0.00025103 0.00031046 0.81 0.4779 122094

여성  

경제활동율  
3.204154E- 0.00446 0.00 0.9999 54.71901

여성 문자해독률  -0.00427 0.00739 -0.58 0.6042 323.48256

남성 문자해독률 0.01455 0.01008 1.44 0.2448 211.97450

여성 교육률 0.00990 0.00292 3.39 0.0428 304.10285 **

남성 교육률 -0.00424 0.00206 -2.06 0.1317 103.29174

분만시 의료진 

참 가 율  
-0.00927 0.00170 -5.44 0.0122 25.89986 **

19세이하 

출 산 율 
0.00043277 0.00047783 0.91 0.4319 5.54683

피임실천률 -0.00886 0.00153 -5.78 0.0103 10.07027 **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0.00003402 0.00001097 0.31 0.7768 56.03498

하수도 보급률 -0.00709 0.00132 -5.37 0.0127 7.77848 **

CO 배출량  0.03977 0.00170 2.94 0.0605 52.52591 *

R-Square 0.9921

Adj R-Sq 0.9472

F 22.11

Pr > F 0.0132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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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은 기술통계량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등이 
비슷하고 분산분석 시에도 각 집단간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의 특징이 비슷
하였다. 따라서, 이 두 변수 중 좀 더 설명력이 있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위 
과정에서 선정된 독립변수 모두와 상수도 보급률, 선정된 독립변수 모두와 하
수도 보급률을 각각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23 과 표 24와 같다. 그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포함된 모델에서는 F=2.14 (p=0.2906) 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모델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수도 보급률을 넣은 다중회귀
분석 결과, F=22.11 ( p=0.0132)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의미 있었으며, 모
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Sq 도 0.9472였으므로 이후 분석시에 상수도 
보급률은 제외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포함시켰다.

표 24의 결과를 보면, 지역 3(p=0.29), 지니계수(p=0.0287), 여성교육율
(p=0.428),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p=0.0122),  피임실천율(p=0.0103), 하
수도 보급률(p=0.0127)이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다중공
선성을 나타내는 VIF지수가 1인당 GDP의 경우 357438 이고, 남성 1인당 소
득의 VIF도 122094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좀 관련성
이 좀 더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여성의 자료를 포함시키고, 유의수준 0.05하에
서 유의하지 않은 성인 남성 문자해독률과 남성 1인당 소득을 제외하고 다음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5 와 같다.

표 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F=24.52(p=0.0011)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
의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 또한 감소하지 않았다(Adj R-Sq = 0.946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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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3(p=0.0084), 여성 1인당 소득(p=0.0136), 여성교육률(p=0.0038), 하
수도 보급률(p=0.0015), CO배출량(p=0.0409), 피임실천률(p=0.0024)이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였으며, 1인당 GDP(p=0.0069)는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하였다.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 1인당 GDP 의 VIF가 1026.2258 
였으며, 여성 1인당 소득의 VIF 도 1043.3614 였다. 

그러므로, 다음 분석에서는 여성의 1인당 소득을 제거하였고, 교육관련 변수
로 여성 교육률이 있으므로 성인 여성 문자해독률을 제거한 후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26 과 같다. 그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약간 감소하였으
나(Adj R-Sq = 0.8032), 80%이상의 설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F=7.59 
(p=0.0037) 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였다. 지역 3(p=0.0218), 1인당 
GDP(p=0.0105), 지니계수(p=0.0222), 여성교육율(p=0.0070), 분만시 의
료진 참가율(p=0.0036) 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였으며, CO배출량
(p=0.0545)는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하였다. CO 배출량과 1인당 GDP, 
여성 교육률, 남성 교육률 등이 여전히 20이상의 VIF를 가지며 다중공선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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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남성1인당 소득, 남성 문자해독률 제거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VIF

상수 0.94908 0.32285 2.94 0.0323 0

지역2     -0.05009 0.07211 -0.69 0.5182 5.37910

지역3     0.34209 0.08134 4.21 0.0084 19.74505 **

1인당 GDP

(PPP US$) 
-0.0001565 0.00003546 -4.42 0.069 1026.2258 *

지니 계수    0.00891 0.00230 3.88 1.0116 5.37910

여성 1인당 소득 0.00017116 0.00004594 3.73 0.0136 1043.3614 **

여성  경제활동율  -0.00148 0.00371 -0.40 0.7063 37.24810

여성 문자해독률  0.00576 0.00228 2.52 0.530 30.41364

여성 교육률 0.00621 0.00122 5.08 0.0038 52.27810 **

남성 교육률 -0.00186 0.00118 -1.59 0.1737 33.07894

분만시 의료진 

참 가 율  
-0.00947 0.00158 -5.98 0.0019 22.03758

19세 이하 

출 산 율
0.00078333 0.00041437 1.89 0.1173 4.10468

피임실천률 -0.00832 0.00146 -5.68 0.0024 9.04277 **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0.00008143 0.00009214 0.88 0.4173 38.89575

하수도 보급률 -0.00598 0.00094481 -6.33 0.0015 3.90946 **

CO 배출량  0.03580 0.01307 2.74 0.0409 48.28780 **

R-Square 0.9866

Adj R-Sq 0.9463

F 24.52

Pr > F 0.0011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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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여성1인당 소득, 여성 문자해독률 제거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VIF

상수 0.63784 0.38971 1.64 0.1403 0

지역2     0.01200 0.10816 0.11 0.9144 3.46453

지역3     0.22469 0.07913 2.84 0.0218 5.56246 **

1인당 GDP

(PPP US$) 
-0.0000346 0.00001041 -3.32 0.0105 25.49888 **

지니 계수    0.01171 0.00414 2.83 0.0222 5.06932 **

여      성  

경제활동율  
0.00445 0.00362 1.23 0.2540 10.13941

여성 교육률 0.00592 0.00165 3.59 0.0070 27.57384 **

남성 교육률 -0.0003408 0.00175 -0.19 0.8505 21.34280

분만시 의료진 

참 가 율  
-0.00766 0.00188 -4.07 0.0036 9.14664 **

19세 이하 

출 산 율 
0.00009804 0.00071297 0.14 0.8940 3.66332

피임실천률 -0.00865 0.00254 -3.41 0.0093 7.77166 **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0.00001026 0.00009277 1.11 0.3006 11.28821

하수도 보급률 -0.00538 0.00149 -3.61 0.0068 2.78383 **

CO 배출량  0.04757 0.02114 2.25 0.0545 36.13727 *

R-Square 0.9250

Adj R-Sq 0.8032

F 7.59

Pr > F 0.0037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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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여성교육 제거, 남성교육 포함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VIF

상수 0.26670 0.57284 0.47 0.6526 0

지역2     0.04621 0.16424 0.28 0.7848 3.43769

지역3     0.25165 0.12008 2.10 0.0656 5.51245 *

1인당 GDP

(PPP US$) 
-0.00002192 0.00001494 -1.47 0.1762 22.56456

지니 계수    0.01004 0.00627 1.60 0.1435 5.00571

여성  

경제활동율  
0.00806 0.00531 1.52 0.1629 9.35902

남성 교육률 0.00376 0.00202 1.86 0.0960 12.27061 *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0.00547 0.00271 -2.02 0.0745 8.18725 *

19세 이하 

출 산 율
0.00001578 0.00109 0.01 0.9887 3.65955

피임실천률 -0.00551 0.00363 -1.52 0.1639 6.84736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0.00017196 0.00013833 1.24 0.2452 10.80059

하수도 보급률 -0.00361 0.00214 -1.69 0.1257 2.48193

CO 배출량  0.02613 0.03091 0.85 0.4198 33.25725

R-Square 0.8040

Adj R-Sq 0.5426

F 3.08

Pr > F 0.0499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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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의 결과에서 여전히 다중공선성을 보이는 변수 중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여성교육률과 남성 교육률을 교대로 제거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7, 표 28과 같다. 남성 교육률을 포함( 표 27 ) 했을 때보다 
여성 교육률을 포함( 표 28 ) 했을 때가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Sq 가 높으며 표 26 과 표 27에서 모두 남성교육율의 유의확률은 각각 
0.8505, 0.0960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의미를 갖지 못했다. 여성교육을 
포함한 표 28 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9.21 ( p=0.0012 ) 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모델은 유의하였으며, 변
수별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인당 GDP(r=-0.0000342, 
p=0.0064), 지니계수 (r=0.01206, p=0.0077), 여성 교육률(r=0.00571, 
p=0.0009),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r=-0.00771, p=0.0018), 피임실천률
(r=-0.00875, p=0.0049), 하수도 보급률 (r=-0.00536, p=0.0041) 등
이 유의수준 0.01 하에서 의미 있었으며, 지역3 (r=0.22907, p=0.0109), 
CO 배출량 (r=0.04602, p=0.0345)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의미 있었다. 
나머지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1인당 GDP 는 높을수록, 지니계수는 낮을
수록 여성 교육률은 감소할수록, CO 배출량은 감소할수록, 하수도 보급률
은 증가할수록,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이 높을수록, 피임실천률이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감소하였다. 지역3 은 지역1 에 비해서 3.2배가량
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갖는다(p=0.9459). 
이 모델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본 잔차분석은 그림 8, 그
림 9 ,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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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남성 교육률 제거 ( 모형 1)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VIF

상수 0.57951 0.23558 2.46 0.0362 0

지역2     0.00692 0.09920 0.07 0.9459 3.26330

지역3     0.22907 0.07169 3.20 0.0109 5.11254 **

1인당 GDP

(PPP US$) 
-0.0000342 0.00000971 -3.53 0.0064 24.81685 **

지니 계수    0.01206 0.00353 3.42 0.0077 4.12526 **

여성  

경제활동율  
0.00494 0.00247 2.00 0.769 5.29140

여성 교육률 0.00571 0.00118 4.84 0.0009 15.85302 ***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0.00771 0.00176 -4.37 0.0018 9.00456 **

19세 이하 

출 산 율
0.00004460 0.00062184 0.07 0.9444 3.12033

피임실천률 -0.00875 0.00236 -3.71 0.0049 7.50345 **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0.00011133 0.00007692 1.45 0.1817 8.68981

하수도 보급률 -0.00536 0.00140 -3.82 0.0041 2.77855 **

CO 배출량  0.04602 0.01849 2.49 0.0345 30.96188 **

R-Square 0.9247

Adj R-Sq 0.8242

F 9.21

Pr > F 0.0012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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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형 1의 잔차 분석 1 

그림 9 모형 1의 잔차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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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형 1의 잔차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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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저출생제중아 출생률에서의 그룹간의 절대적인 차이는 공중 보건의 지표를 
제시하며 출생시의 체중은 성장 후의 건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저체중은 미래
의 인구집단의 건강수준과 불평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가입 국가 중,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제시한 15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의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과 국가의 사회  ․ 경제 ․ 
환경 관련 지표들간의 관련성에 관한 단면적 연구로서, WHO, World 
Bank, 국제연합 등에 제시된 국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1.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자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을 
이용하였으며, 교육관련 자료는 UNESCO 자료와 WHO의 통계지원 사이트
인 WHO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WHOSIS) 과 국제연합의 국가별 
자료를 일부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개발국가의 경우에 다양한 지표등을 제출
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자료가 아닌 추정된 지표 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분포에 관한 정보들은 질과 신뢰성에서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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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신 영전 외, 2003 재인용).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있어서
도, 지니계수의 4분위수로 분류한 네 집단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비교시, 
가장 불평등 지수가 낮은 1분위 집단에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최대값을 
가진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가장 높은 집단인 4분위 집단에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최소값을 가진 국가가 포함되었다. 가장 평등한 국가집단에서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최대값이라든지 가장 불평등한 국가집단에서의 저
출생체중아 출생률의 최소값은 자료의 질과 신뢰도에 의문점을 갖게한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출생체중
아 출생아의 비율을 말하며, 저출생체중아란 출생시 체중 2500gm 이하의 
신생아로 정의된다. 이 자료는 출생시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만 시설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로 기록과 보고 등의 체계가 잘 이루어
진 3차 진료기관이 많거나 3차 진료기관에서 분만건수가 많은 국가가 저
출생체중아 출생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 질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출생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저출생체중아들이 출생하고 있다. 즉, 
의학 수준이 높은 나라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은 각 국가의 제왕절
개 출산 비율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주산기 의료에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의 보건의료제체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하는 국가자료가 없어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관련 변수인 성인 문자해독률은 선진국 자료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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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매우 많았으며, 교육률 자료는 여성교육율의 평균이 남성 교육률 평
균보다 높았으므로, 여성 교육이 활발한 국가만이 자료를 제시했다거나 여
성교육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고려해야만 한다.

저출생체중아 출생에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저출생체중아 출산 측면에서
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역적 관련성은 아직 많이 밝혀
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밝혀진 사회 ․ 
경제 관련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에서 생태학적 오류를 감
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과 해석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이 연구에
서 간접흡연을 고려한 흡연율의 의미로 포함시킨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이 의미 없었다고 해서 개인 수준에서 의미 없다거나, 교육률 등이 의미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개인수준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의미 없다고 
해석하는 데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국가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
경 지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국가의 1인당 GDP 뿐 아
니라, 소득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과 관련이 
있으며, 공기오염과 수질오염, 국가의 교육관련 지수 등이 국가의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밝히고자 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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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GDP 가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낮았으며, 이는 다
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했다.
둘째,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보다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낮은 경
향을 보였으나, 3분위 그룹의 국가는 2분위 그룹의 저체중아 출생률보다 높았
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부 모형에서 지니계수가 낮을 수록 저출
생 체중아 출생률이 낮았다.
셋째, 여성교육율과 남성 교육률은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낮았으
나,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는 반대로 여성 교육률이 증가할수록 저출생체중
아 출생률이 증가하거나 남성 교육률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교육률 
자료가 1인당 GDP 등의 다른 사회 ․ 경제 변수에 크게 영향 받는 변수임을 감
안해야 하며, 여성교육율의 평균이 남성교육율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감안 할 
때, 교육률  제출 국가들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하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보급률이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낮
았으며,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수도 보급률보다 하
수도 보급률이 좀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다섯 째, CO 배출량과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평균 비교 시에는 CO 배출량이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CO 배출량의 
효과라기보다는 국가의 발전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가 
발전할수록 산업이 발전하고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면서 CO 배출량은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CO 배출량이 높다는 것은 고도의 선진국을 제외하면, 국가의 
발전을 의미하며 국가가 발전할수록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은 낮아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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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것은 1인당 GDP 등 다른 사회 ․ 경제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의 결과에서는 CO 배출량이 1인당 GDP 와 다중공선성이 높으며, 모형 1 에
서는 CO배출량이 감소할수록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이 감소하였다.
여섯째,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감소
한다. 분만시 의료진의 참가율은 주산기 또는 다른 의료에의 접근성과 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료에의 접근성 특히 주산기에 의료에의 접
근성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피임 실천률이 높은 국가가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감소한다.
저출생체중아의 출산뿐 아니라 임신의 결과는 계획된 임신이었을 때,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피임 실천률은 계획된 임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계획된 임신여부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
경적 요인에 관련된 연구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인당 GDP, 지니계수, 여성교육률, 상 ․ 하수도 보급
률, 분만시 의료진 참가율, 피임 실천률 등의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었으
며, 특히, 기존 연구와 다르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 요인을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한적인 국가의 자원을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하
는데 있어, 미래 인구집단의 건강수준과 불평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체중아의 
출생을 감소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생체중아 출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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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최근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10대 소녀들의 출산율이 감
소하고 있고 산전관리율도 증가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건강관리수준은 개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체중아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채로 있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여왔다. 
또한 현대의학의 발달은 비록 저출생체중아로 태어나도 생존의 확률은 증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생존 영아들이 후일에는 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생존한 저출생체중아
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요구된다.(한 영자 외, 1999 재인용) 

본 연구는 국가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에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경 지표
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저출생체중아 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국
가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소득의 증가는 물론이며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소득 증가 즉, 1인당 GDP 의 증가와 교육수준의 향상은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미래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저
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특히, 여성교육수준의 향상은 저출
생체중아 출생률의 감소 뿐 아니라 다른 임신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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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은 사회적 불이익집단에서 더 빈번하다는 연구결과
(Kramer et al., 2001) 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지니계수의 영향을 고려할 때, 
한 국가내에서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산기 의료에의 접근성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건의료제체
의 수립은 무엇보다 저출생체중아 출생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생체중아 및 부모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타당도와 신뢰도의 확보이
다. 여전히 국가별 자료 특히, 저개발국가의 자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바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의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둘째, 영아사망률은 감소하는 반면 저출생체중아의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
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의 국가의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영아사망률
을 감소시키니 위해 저출생체중아의 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Peacock et al.(1995)은 집중적인 신생아 치료를 위해서는 하루 평균 
￡600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저출생체중아의 치료와 관련 된 비용추계를 통하여 
개인 및 국가의 부담을 밝힐 필요가 있다. 
넷째, 출생시 체중은 성장 후의 건강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저출생체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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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산은 미래의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및 불평등에 주는 영향을 연구할 가치
가 있다.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미래의 건강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임신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적었다. 본 연구는 저출생체중아의 
출산의 감소를 위한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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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w birth weight infants increases the infant mortality rates for the nation, and 

increases the health expenditure and the complications thus decreasing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the societ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in relationship with the birth rates of the low 

birth weight infants using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ndexes as well as the birth 

rate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Most of references including the birth rate of the 

low birth weight infants were used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 from 

World Bank, and most of educational indexes referred to the data of UNESCO. 

Statistical websites of WHO and data for individual nations of WHOSIS were also 

used. The scope of this study is 152 countries including 18 Western European 

countries, 26 Middle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2 North American countr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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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ia countries, 9 countri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Ocean, 13 Arabic 

countries, 20 Latin American countries, 31 Sahara-African countries, 5 South Asian 

countries, and 2 other countries. The AVOVA was used by analyzing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tha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on the 

birth rate of low weight infants of the natio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the factors by controlling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was, first, the average birth weight infantsof the four country group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GDP per capita (F=33.77, p<.0001), Gini 

index(F=7.54, p=0.0001), educational level for female(F=13.38, p<.0001), 

educational level for male(F=8.67, p<.0001), population with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F=13.29, p<.0001), population with sustainable access to an improved 

water source (F=9.01, p<.0001), the CO emission (F=27.08, p<.0001) were divided 

with the quadrant order. Second, the birth rate of the low birth weight infants is 

decreased as GDP per capita (r=-0.0000342, p=0.0064) is increased; as Gini 

index(r=0.01206, p=0.0077) is decreased; as the education level for 

female(r=0.00571, p=0.0009) and the CO emission (r=0.04602, p=0.0345) are 

decreased; as population with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r=-0.00536, p=0.0041) 

is increased, as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r=-0.00771, p=0.0018) as 

well as the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r=-0.00875, p=0.0049) are increas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F=9.21 p=0.0012).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5)provide the 

national approaches to decrease the birth rate of the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bring 

the attentions for the studies of the related studies as well as social at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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