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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탄자니아 5세 미만 아동 사망 결정 요인

모든 아동은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 보호, 발달, 권리를 가지며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자 시민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의 MDGs 와 SDGs 과

같은 전세계 의제 형성을 통해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만명의 아동이 예방 또는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며, 사망자

중 약 5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지역 및 소득 격차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 문제

에 직면해 있다. 이 중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

인 정세를 유지하며 공중 보건 분야의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2017년 기준

아동 사망률은 세계 평균의 약 2배, OECD 평균의 약 11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2030

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출생 1,000명당 25명까지 감소를 목표로 하는 SDGs

를 2031-2050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자니아는 다양한 국가계획 및 정책을

통해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

사업 및 정책 마련 등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자니아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

하고 아동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사업 및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근거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15-16 TDHS(Tanzania Demographic Health Survey)를 활용하여, 아동 10,06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차분석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아동 생존 결정 모델인

Mosley and Chen Framework(1984)를 이론적 기틀로 하여,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과 모성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아동 성별, 현재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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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사용 여부, 거주 지역 유형, 거주 지역, 소득 수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성별이 남아 인 경우,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 인 경우 아동 사망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이 농촌 보다 도시인 경우, 잔지바르 보다 도도마,

다르에스살람에서 거주 하는 경우 아동 사망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소득 수준은

최하위(Poorest)인 경우에 비해 하위(Poor), 상위(Rich)에서 사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발 또는 빈곤해소로 이어

지지 못한 채 각종 환경오염과 높은 슬럼지역 인구 비중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

고 있으며,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탄자니아의 기대 수명, 아동 사망률과 산모사망률

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도시

건강 문제에 따른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지역의 아동 건강 문제를 파악 및 개선하기

위한 주거, 환경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지역의 아동 사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를 제언하였다. 또한 피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산모의 건강 뿐만 아니라

아동 사망 확률을 줄이는데도 중요한 전략으로 사료됨으로써 가족 계획 프로그램, 즉

피임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아동 건강,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건강 결정 요인, 탄자니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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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아동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계승하고,

앞으로의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 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은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McGuire JW, 2006) 전 세계 각국은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다. 2015년 달성을 기준으로 8개의 목표와

21개 지표로 구성된 MDGs의 목표 4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

률1)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ODA Korea, 2012) 그 결과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53%나 떨어졌는데, 세계 인구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는 6천 700만 명 감소하였다.

(Molyneux M and Molyneux E, 2016) 이후 2015년 MDGs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

에 따라 후속 의제를 합의하여 총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

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도출했다. SDGs의 목표 3.2는

2030년까지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출생 인구 1,000명 당 적어도 신생아 사망률을

12명, 5세 미만 사망률을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하는 것이다. (UN, 2015)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률 감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는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출생 1000 명당 5세의 정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

할 확률로 정의된다. (Unicef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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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990년 출생인구 1,000명당 93명에서 2017년에는

출생인구 1,000명당 39명으로 약 58% 감소했다.2) 아동 사망률 감소는 2000년대에

가속화되어 1990-2000년 1.9%에서 2000-2017년 4.0%로 증가하였고, 195개국 중

144 개국이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며 지난해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Unicef data, 2018)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백만 명의

신생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예방 또는 치료 가능한 전염성 질병 및 부상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만 약 63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540만 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260만 명이 사망한 1990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이지

만, (Unicef data, 2018) 이는 여전히 하루에 약 15,000명, 1시간에 약 600명, 1분에

약 1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 수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아이들은 생존의 가능성에 있어 지역 및 소득 격차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중 약 50%가 아프리카에서, 30%는

아시아에서 발생한다. (UN IGME, 2018) 2017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는 태어난 아이들 13명 중 1명꼴로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사망 평균인 185명 중 1명에 비하면 약 14배나 높은 수치이며 출생

1,000명당 아동 사망자가 100명 이상인 6개국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World Bank)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자의 비율은 1990년 30%에서 2017년에

는 50%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약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N

IGME, 2018)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며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발전을 이루었다.

탄자니아의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는 1990년 출생 1,000명당 165.49명에서 2017년

2) 생후 첫 달에는 250만 명, 1-11개월에는 160만 명, 1-4세 때는 1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

다(UN IGM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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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000명당 54명으로 감소하였다. (Unicef data, 2018) 이는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가 출생인구 1,000명당 평균 75.5명인 것에 비하

면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세계 평균 39.1명, OECD 평균 6.7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

은 수치로 이는 세계 평균의 약 2배이고 OECD 평균의 약 11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World Bank) 3)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발간한 개발원조보고서(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Africa)에 의하면 탄자니아 2010-2012년까지 아프리카 55개 국

가 중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에 이어 세 번째로 원조를 많이 받은 국가이다.

탄자니아는 2012년을 기준으로 사회 분야(교육, 보건)에 57%, 경제 분야에 18%, 생산

분야 9%, 다부문 8% 등의 비율로 지원을 받았으며, 보건 분야만 살펴보면 나이지리

아,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다음으로 4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다.(OECD, 2014) 이렇듯 아프리카 국가 중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

구하고,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국민총소득(GNI) 수준이 탄자니아보다 낮은

우간다와 르완다보다 아동 사망률이 높다. (UNICEF, WB)4) 이는 개발도상국의 GNI

가 높을수록 아동 사망률이 낮아짐을 밝힌 연구(Bernadette O'Hare et al., 2013)와도

상반되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이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탄자니아는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출생 1,000명당 25명까지

감소를 목표로 하는 SDGs를 2031-2050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nicef data, 2017)

탄자니아는 1998년에 수립한 장기 개발전략인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에서 보건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을 1998년의 4분의 3만큼 줄이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계획 및 정책을 통해 아동 사망률

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근거 중심의 목표 지향적인 보건 및 사회

정책의 마련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DHS 2015-16)

3) 부록 1 참조

4) 탄자니아(2017년 기준, GNI per capita, US$: 920, 5세 미만 아동사망률: 58.5)

우간다(2017년 기준, GNI per capita, US$: 600, 5세 미만 아동사망률: 49)

르완다(2017년 기준, GNI per capita, US$: 720, 5세 미만 아동사망률: 37.9), (UNICEF, 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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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탄자니아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Mturi AJ(1995)는 1991/92 TDHS((Tanzania Demographic Health Survey)

를 이용하여 탄자니아의 영유아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후에도 탄자니아 아동 건강과 관련된 여

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Armstrong Schellenberg JR(2002)는 농촌 지역에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Ajaari J(2012)는 분만 장소가

신생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Nattey C(2013)는 2005년

RDSS(Rufiji Demographic Surveillance Site)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SES), 특히 소득 수준 5분위수를 이용하여 가장 빈곤한 층과 가장 부유한 층 사이의

아동 사망률을 비교하고 소득 수준이 아동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이처럼 탄자니아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분석

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나, 앞서 언급한 Mturi AJ(1995) 연구 이후 대부분 특정 지역

에 한하여 조사되었거나 특정 요인이 아동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다 포괄

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16 TDHS(Tanzania

Demographic Health Survey)를 이용하여 탄자니아 5세 미만 아동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 측면에서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 5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탄자니아 5세 미만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

서 살펴보고 밝혀내고자 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여 아동 건

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사업 및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모성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의 일반적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아동과 모성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에 따른 아동 사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아동과 모성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에 따른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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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3.1.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건강 및 영양 분야의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 지표

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적인 가정 조사로 꼽히는 인구 통계 및

건강 조사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1984

년 미국 국제 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에 설립된 인구 통계 및 건강 조사(DHS) 프로그램의 최초의 설문 조사 도구로써 프

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90 개국 이상에서 300 건 이상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건강

및 인구 추세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를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결혼, 출산율, 사망률,

가족 계획, 생식 보건, 아동 건강, 영양 및 HIV/AIDS 등에 관한 국가 표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급하며 개발도상국의 대표 인구 보건학적 설문 조사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Rutstein and Rojas, 2006)

탄자니아에서는 1991-92(TDHS), 1996(TDHS), 2004-05(TDHS), 2010(TDHS),

2015-16(TDHS) 총 5번의 연구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16

TDHS(Tanzan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족 계획,

출산율, 모성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 산모와 자녀의 영양상태, 산모의 건강상태, 모자

보건 및 기타 건강 관련 문제 등 탄자니아의 인구 통계학적 지표와 건강 지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인구 통계 및 건강 지표에 대한 대표 추정치를 제공한

다. 2015-16 TDHS의 표본 설계는 두 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 번째 단계는 2012년 탄

자니아 인구 및 주택 조사에 대한 열거 영역 (EAs)으로 구성된 표본점(클러스터)을

선택하여 608개의 클러스터가 선택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608개의 각 클러스터

에서 22개 가정이 조직적으로 선택되어 대표적인 확률 표본으로 총 13,376 가구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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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 이 중 실제 거주하는 12,767 가구 중 12,563 가구가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15-49세 여성 13,634명 중 약 97%의 비율로 13,266 명이, 15-49세 남성은

3,822명 중 약 91.9%의 비율로 3,514명이 인터뷰를 완료하였다. <표 1>

<표 1> 2015-16 TDHS 개인 및 가구 인터뷰 결과

구분
탄자니아 본토

잔지바르 탄자니아
도시 농촌 합계

가구 인터뷰

선정된 가구 3,570 8,008 11,578 1,782 13,360

실제 거주 가구 3,364 7,639 11,003 1,764 12,767

실제 인터뷰 한 가구 3,265 7,543 10,808 1,755 12,563

응답 비율* 97.1 98.7 98.2 99.5 98.4

15-49세 여성 인터뷰

자격되는 여성 3,750 7,714 11,464 2,170 13,634

실제 인터뷰 한 여성 3,606 7,521 11,127 2,139 13,266

응답 비율** 96.2 87.5 97.1 98.6 97.3

15-49세 남자 인터뷰

자격되는 남성 1,054 2,239 3,293 529 3,822

실제 인터뷰 한 남성 945 2,079 3,024 490 3,514

응답 비율** 89.7 92.9 91.8 92.6 91.9

* 실제 인터뷰 한 가구/실제 거주 가구

**실제 인터뷰에 응한 응답자 / 자격 되는 응답자

(출처: 2015-16 TD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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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완료 한 15-49세(가임기) 여성 중 설문 조사 시점을 기준

으로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출산 기록(Birth History)에 대한 정보를 이

용하였다.

실제 인터뷰 한 여성 13,266명 중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7,050명이었으

며, 이 여성들의 모든 출생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과 총 10,233명의 아동의 데

이터가 존재했다. 이 중 독립 변수의 정보가 결측된 데이터 169명의 아동의 정보를

제외하고 10,064명(사망: 445명, 생존: 9619명)의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자격되는 여성(15-49세)

13,634

실제 인터뷰 한 여성(15-49세)

13,266

최근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7,050

최근 5년 이내 출산 된 아동

10,233

순수 아동 데이터 10,064

(사망: 445명, 생존: 9,619명)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6,216명 제외

결측치 169명 제거

<그림 1>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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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개발도상국 아동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파악

하는데 기초가 된 Mosely-Chen(1984)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Socioeconomic determinants)과

근접 결정 요인(Proximate determinants)으로 구분되며.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은

근접 결정 요인을 거쳐서 아동의 질병 또는 사망 여부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며, 본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으로는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유형, 소득 수준, 문해력, 어머니의 교육 수준

으로 구성하였고 근접 결정 요인은 아동과 모성의 개인적 특성(Bio-demographic

factors), 사회경제적 특성(Socio-economical factors), 환경적 특성(Enviromental

factors),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 특성(Health clinic acessing factor)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관찰된 5세 미만 아동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TDHS 2015-16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세부 요인을 구성하였으며,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2> 과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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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도구

3.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여부이다. 설문지 응답한 15-49세

여성 중 설문시점 기준 최근 5년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아이는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까?”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사망),“예” 라고 응답한 경우

1(생존)로 나타내어 사망여부를 구분하였다.

3.3.2 독립변수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아동의 특성과 모성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의 특성으로는

성별, 출생 간격(개월) 있으며 모성의 특성으로는 총 출산 횟수, 출산 시 나이,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 출산 후 아이에게 첫 모유수유까지 걸린 시간이 포함된다. 아동

의 특성부터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 여로 나누고 출생간격은 WHO에서 최소 24

개월 간격을 권고하는 점과(WHO, 2007) 타 선행연구에서 범주화 한 기준을 참고하

여5)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36개월 초과’구분하였다. 모성의 특성

으로 총 출산 횟수는 최소 한번 부터 최대 열입곱번째까지 존재하였으며, 평균 출산

횟수가 네 번임을 고려하여 출산횟수는 ‘1-4번’, ‘5번 이상’ 로 구분하였다. 출산 나이

는 ‘청소년 임신’이 10-19세로 규정되는 점과 (WHO, 2004)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

여6) 15-19세, 20-34세, 3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는 어떤

피임 도구를 사용하냐는 질문에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Not

5) Maïga A et al.,2015; Fotso JC et al.,2013; Shifa GT et al.,2018

6) Ayotunde T et al.,2009; Kanmiki EW et al.,2014; Akinyemi JO, Chisumpa VH

and Odimegwu C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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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에는 ‘피임 안 함’, 이 외 20가지의 피임 도구를 선택한 경우에는 ‘피임 함’으로

구분하였다.7) 출산 후 첫 모유수유까지 걸린 시간은 출산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UNICEF and WHO, 2018),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하였음’과

‘1시간 이후 모유수유를 하였음’구분하였다.

(2)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유형, 가정의 소득 수준, 여성의 교육

수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변수로 포함된다. 거주 지역8)은 탄자니아 수도인 ‘도

도마’, ‘잔지바르9)’ ‘다르에스 살람’,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거주 지역 유형은 ‘도

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은 ‘최하위(Poorest)’, ‘하위(Poorer)’, ‘중

위(Middle)’, ‘상위(Richer)’, ‘최상위(Richest)’ 5분위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무학(No education), 초등 교육(Primary), 중등 교육(Secondary), 고등 교육 이상

(Higher), 모름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적은 것을 고

려하여 ‘무학(No education)’, ‘초등 교육(Primary)’, ‘중등 또는 고등 교육 이상

((Secondary or Higher)’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문해력은 ‘글을 전혀 읽

을 수 없음’ 이거나 부분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 하여 ‘글을 읽을 수 있음’으로 나누었다.

7) Current contraceptive method: 0="Not using", 1="Pill" ,2="IUD", 3="Injections",

4="Diaphragm", 5="Male condom", 6="Female sterilization", 7="Male sterilization",

8="Periodic abstinence", 9="Withdrawal",10="Other traditional", 11="Implants/Norplant",

12="Prolonged abstinence", 13="Lactational amenorrhea

8) Region: 1="Dodoma" 2="Arusha" 3="Kilimanjaro" 4="Tanga" 5="Morogoro" 6=" Pwani"

7="Dar Es Salaam" 8="Lindi" 9="Mtwara" 10="Ruvuma" 11="Iringa" 12="Mbeya"

13="Singida" 14="Tabora" 15="Rukwa" 16="Kigoma" 17="Shinyanga" 18="Kagera"

19="Mwanza" 20="Mara" 21="Manyara" 22="Njombe" 23="Katavi" 24="Simiyu" 25="Geita"

51="Kaskazini Unguja" 52="Kusini Unguja" 53="Mjini Magharibi" 54="Kaskazini Pemba"

55 = "Kusini Pe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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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 특성

환경적 요인으로는 식수의 원천, 위생 시설 유형, 가정의 전기 사용 여부가 변수로

포함된다. 설문지에 식수의 원천은 16개의 서로 다른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범주는 WHO/ UNICEF 지침에 따른 수자원 시설의 분류(표1)에 따라, 각각 ‘개선된

것과(Improved)’ ‘개선되지 않은 것(Unimproved)’으로 분류하였다. 개선된 식수 공급

원은 외부 요인들, 특히 배설물로부터 식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써 파이

프, 수도, 시추공, 보호된 우물, 생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UNICEF and WHO, 2012)

<표 2> WHO / UNICEF 지침에 따른 수자원 시설의 분류

Improved Unimproved

Ÿ Piped water connection to

household

Ÿ Public taps or standpipes,

boreholes or tube wells

Ÿ Protected dug well

Ÿ Protected spring and rainwater

collection.

Ÿ Unprotected dug well

Ÿ Unprotected spring, cart with

small tank or drum

Ÿ Surface water (e.g., river, dam,

lake, pond, stream, canal or

irrigation channel)

Ÿ Bottled water

(출처: Information from Progress on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 2012 update. Geneva:

UNICEF/WHO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2012)

위생 시설 유형은 18개의 서로 다른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0)마찬가지로

WHO/ UNICEF 지침에 따라 위생 시설을 각각 ‘개선된 것(Improved)’과 ‘개선되지 않

10) Type of toilet facility: 11 = "Flush to piped sewer system" 12 = "Flush to septic

tank" 13 = "Flush to pit latrine" 14 = "Flush to somewhere else" 15 = "Flush,

don't know where" 20 = "PIT TOILET LATRINE" 21 = "Ventilated Improved Pit

latrine (VIP)" 22 = "Pit latrine with slab" 23 = "Pit latrine without slab/open pit"

24 = "Pit latrine without slab non-wahable" 30 = "NO FACILITY" 31 = "No

facility/bush/field" 41 = "Composting toilet" 42 = "Bucket toilet" 43 = "Hanging

toilet/latrine" 96 = "Other" 97 = "Not a dejure 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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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Unimproved)’으로 분류하였다. 개선된 위생시설은 인간의 배설물이 접촉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며 파이프 하수 처리시스템, 오수정화조, 개선된 재래실 화장

실을 이용해서 배설물을 내리거나 친환경 변기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UNICEF

and WHO, 2012) 가정의 전기는 사용 여부에 따라 ‘없음’,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표 3> WHO / UNICEF 지침에 따른 위생 시설의 분류

Improved Unimproved

Ÿ Pour-flush system

Ÿ Piped sewer system

Ÿ Septic tank

Ÿ Ventilated improved pit latrine

(VIP)

Ÿ Pit latrine with slab.

Ÿ Pit latrine without slab

Ÿ Bucket

Ÿ Hanging toilet or latrine,

Ÿ No facilities

Ÿ Bush or field and

Ÿ Shared public facility

(출처: Information from Progress on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 2012 update. Geneva:

UNICEF/WHO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2012)

(4)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요인으로는 출산 장소, 출산 전 산전관리 방문 횟수, 의료시설

까지 접근하는데 거리상 어려움을 느끼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총 22개의 선택 질문으

로 구성된 출산 장소11)는 ‘집(Home)’,’ 정부/준정부기관(Government/parastatal)’, ’종교

기관/자원봉사기관(Religious/voluntary)’, ‘개인병원(Private)’, ‘기타(Other)’ 로 구분

11) Place of delivery: 11 = "Respondent's home" 12 = "Other home"13 = "TBA premises“

21 = "National/Zonal referral/Spec. Hospital(Government/parastatal)" 22 = "Regional Referral

Hospital(Government/parastatal)" 23 = "Regional Hospital(Government/parastatal)" 24 =

"District Hospital(Government/parastatal)" 25= "HealthCenter(Government/parastatal)" 26 =

"Dispensary(Government/parastatal)" 27 = "Clinic (Government/parastatal)" 31 = "Referal/

Spec. Hospital (Religious/voluntary)" 32 = "District Hospital (Religious/voluntary)" 33 =

"Hospital (Religious/voluntary)" 34 = "Health Center (Religious/voluntary)" 35 =

"Dispensary (Religious/voluntary)" 36 = "Clinic (Religious/voluntary)" 41 = "Specialized

Hospital (Private)" 42 = "Hospital (Private)" 43 = "Health Centre (Private)" 44 =

"Dispensary(Private)" 45 = "Clinic (Private)" 96 =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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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범주화 하였다. 산전관리 횟수는 최소 4회 이상 받을 것을 권고함에 따라(WHO,

2016) ‘’0-3회’, ‘4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의료시설까지 접근하는데 거리상

‘어려움을 느낌’, ‘큰 어려움이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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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Dependant variables

Child is alive Yes, No

Independant variables

Individual
factor

Sex of child Male, Female

Preceding birth interval
(months)

<24
24-36
>36
Missing

Birth order
1-4
>4

Mother’s age at birth
15-19
20-29
>30

Current contraceptive method No, Yes

When child put to breast
In 1hour
After 1hour

Socio economic
factor

Region
Dar esSalam
Zanzibar
Ohter regions

Type of place of residence
Urban
Rular

Wealth index

Poorest
Poor
Middle
Rich
Richest

Mother’s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Primary
Secondary or Higher

Mother’s Literacy
Cannot read at all
Able to read only parts or whole
sentence

Enviromental
factor

Source of drinking water
Improved
Unimproved

Type of toilet facility
Improved
Unimproved

Household has: electricity No, Yes

Health clinic
Acessing factor

Place of delivery

Home
Government/parastatal
Religious/voluntary
Private
Ohter

Number of antenatal visits
during pregnancy

0-3
>3
Missing

Getting medical help for self:
distance

to health facility

Big problem
Not a big problem

<표 4> 주요 연구 변수



- 16 -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 SAS 9.4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 기본적인 통계적 유의성의 판별점은 P<0.05로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 특성에 따른 서술적 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 특성에 따른 5세 미만 아동 사망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aure test)을 시행하였다.

셋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에 대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호스머와 렘쇼 적합도 검정(Hosmer-Lemeshow Goodness-of-Fit, HLGOF)

하여 판단하였다.

3.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된 2차 자료를 활용으로 분석이

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하여 수행하려는 연구에 대한 연구주제,

연구자에 대한 정보, 연구계획을 제출하여 ICF의 승인서를 취득하였다. 자료 이용을

위해 등록 된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사용 할 것, 등록 된 연구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 연구 프로젝트로 요청할 것,

DHS Program 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연구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것, 권한

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보안된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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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에 개인, 가구를 식별하려고 하지 않고 또 식별 할 수 있는 내용이 결과로

공개되지 않을 것,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된 논문을

DHS Program 측으로 제출 할 것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소속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면제심의승인 (IRB No:Y-2019-0035)

을 받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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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동 사망 결정 요인

1. 아동 건강의 중요성

아동의 건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다루어지고 있다. 마땅히 누려

야할 생존, 보호, 발달,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 권리적 관점’과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자 시민으로서 오늘의 대한 지원은 곧 내일의 시민이자 노동력에 대한 ‘투

자 또는 경제적 관점’ 이다.

1.1 기본 권리적 관점

먼저 기본 권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채택 된 이후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생존, 보호, 발

달,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이 중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

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

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로 정의된다.12) 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빈곤 또는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

어 있다.13) 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이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

12) https://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13)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

· 모든아동은인종이나성별, 종교, 사회적신분등에따른어떤종류의차별로부터도보호받아야한다.(2조)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3조)

·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6조)

·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24조)

· 관계당국에의해보호나치료의목적으로양육지정된아동의양육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한다.(제25조)

·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 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 (27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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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모두가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여 함을 규정

하고 있어 아동권리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한 단계 높여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

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 권리협약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동 인권침해에 대해 각성하고 각 나라에서 아동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어 성취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제시하며 국제적으로 어린이의 권리는 사회로부

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창엽, 2012)

1.2 경제적 관점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1)는 경제성장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 투자의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경제학과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경제성장의 원인과 결정요인 중 건강의 중요성을 주목

하고 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이론연구와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건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건강증진이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발견하였다. 거시적 경제학 관점에서 건강 증진은 두 개의

경로를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건강은 노동 생산

성, 직무 훈련, 그리고 지적, 육체적, 감성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근본이며 둘째, 국

가 경제적 생산성을 위한 근원으로 인적자본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아동 사

망률 감소로 인한 인구 통계 학적 변화를 통해 강화된다.(Paolo C. Belli and Olivier

Appaix, 2003) 예컨대, Bloom and Williamson(1998)은 1965 년에서 1990 년까지 동아

시아가 경험한 성장의 절반에서 1/3 정도는 아동 사망률의 감소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변화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Grimm(2010) 연구에 따르면, 출생 교육 수준

이 낮은 여성의 자녀에 대하여 1000명당 아동 사망 수를 4.25명씩 줄이면, 10년 후

GDP가 약 8%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 불평등을 연간

1% 감소 시키는 것은 국가 연간 GDP 성장률을 0.15%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기위한 강력한 정책 대안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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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은 학교 참여 활동 증가 및 인지 능력 향상, 인구 구조

변화 (출산율 감소, 출생 간격 확대, 인구 증가 둔화, 노인 부양 비율 감소 등), 의료

비용 절감(단기적으로). 부모의 노동 시장 참여 및 자녀의 가정 생산 활동 참여를 증

대 시키면서 가정의 경제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소득증가와 빈곤감소는 다

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Belli PC, Bustreo F and Preker A, 2005)

이처럼 건강은 국가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초석이 되며 경제성장 및 사회발

전과 선순환된다는 점에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아동기의

집중적인 인적 투자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Belli PC, Bustreo F and Preker A,

2005)

<그림 3> Channels through which Child Health Interventions Affect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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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생존 결정 모형

개인의 생존과 죽음, 건강한 상태와 질병의 상태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모든 질

병이나 건강상태는 일련의 인과적 영향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특정한 개인이나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들을 총칭한 것을 건강결정요인이라 부른

다. (Australia's health, 2006) 과거에는 유전이나 타고난 체질,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나 바이러스, 호르몬 등과 같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특성의 건강 결정 요인

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가지 요인으로 건강과 질병 발생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함께 상호작용 하여 발생한다. (김창엽, 2013)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떤 인구집단이 건강 한가 혹은 건강하지 않은가는

그 인구집단이 처하고 있는 주위의 사정과 환경에 의해 상당히 결정된다. 건강의 결

정요소를 크게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생물학적 및 행동적 요인으로 세 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는 거주지, 안정된 생태계, 평화, 지속 가능한 자원,

사회경제적 환경에는 소득, 교육, 사회 보장, 형평, 사회 정의와 인권 존중, 의료 서비

스 이용, 생물학적 및 행동적 요인에는 유전 적 요소, 인종, 흡연, 이민 등 생활 방식

이 세부 요인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WHO는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건강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위원회’(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를 구성하였고, 2008년에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건강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삶의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국가들은 빈곤층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측

면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함께 지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WHO, 2008)

모슬리와 첸(Mosley and Chen, 1984)은 아동 건강 연구를 위한 명확한 개념적 모델

의 부재로 보건 부문의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아동 사망 요인 분석에 있어 사회과학 연구와 의학 연구의 분리를 지적하

였다. 전통적으로 아동 사망에 관한 사회 과학 연구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

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의학 연구에서는 병적 상태, 즉 질병의 발생과 진행과정에 중

점을 두고 사회 경제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무시되거나 표면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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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두 개의 분야 모두 개발도상국에서의 아동 사망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이해관

계 이지만, 서로 다른 관심분야와 방법론으로 아동 생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

다 효과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된

방법론은 따라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 및 프로그램이 편향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동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데 통합된 분석 틀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Mosley and Chen, 1984) 이 모델은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사회 경제적 요인이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이 질병과 사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물학적 매커니즘 또는 근원적 결정요인을 거쳐서 작용한다는 전제에 기반

한다. 근원적 결정 요인은 모성 요인, 환경 오염, 영양 부족, 부상, 개인 질병 통제 (예

방, 치료) 다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며 <그림 4>는 근원적 결정 요인이 아동의 질병

또는 사망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개인 질병 통제 요인은 예방을

통해 건강한 상태에서 병적 상태로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료를 통해

병적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아동의

건강은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결정된다. 모슬리와 첸은

아동 생존에 관련된 많은 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여 개발 도상

국 아동의 건강 정책을 수립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개발된 “Mosley

& Chen Framework(1984)”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동 생존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에서 대표적인 분석 모델로써 사용되고 있다. (Mosley and Chen, 1984)

<그림 4> Mosley & Chen Framewor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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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사망 결정 요인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Mosley & Chen Framework(1984)” 모델을

적용하여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과 모성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특

성별 세부요인의 연구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3.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는 아동의 성별, 출생 순서, 출생 간격, 출생 시 어머니의 나이, 피임

도구 사용 여부, 출생 시 첫 모유수유까지 걸린 기간이 포함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 사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오랫동안 수많은 연

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사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Ahmed Z 등(2016)이 파키스탄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망 위험이 0.76%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HY 등(2016)

은 1986 년부터 2010 년까지 베트남의 유아 사망률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전반적

인 추세를 예측하고,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 및 사회 경제적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연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

나 아동의 성별이 아동의 사망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있다. 부탄

의 경우 아동 성별이 남아일 경우 사망 할 확률이 1.38 배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케냐에서도 여아의 사망

위험률이 남아에 비해 0.90배 낮았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ttarh RR and Kimani J, 2012)

총 출산 횟수 또한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밝혀진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15) Dendup T 등(2018)의 연구에서는 총 출산 횟수를 2

14) Ahmed Z, Kamal A and Kamal A, 2016; Aheto JMK, 2019; Nasejje JB, Mwambi HG

and Achia TN, 2015; Lee HY et al.,2016

15) Lee HY et al., 2016; 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Aheto JM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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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하, 3-4명, 5명 이상으로 나누어 아동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출

산 횟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 비해 3-4명인 경우 4.85배, 5명인 경우 15.15배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산 횟수는 곧 출산 간격과도 연결되어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출산 간격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고,

짧은 간격으로 임신할 경우 영양분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

이다. 이는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저체중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동 생

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WHO, 2007)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많은 연구결

과에서도 확인되었다. 16)예컨대, 에티오피아 칼루(Kalu) 지역에서 출산 간격이 아동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Yigzaw M 등(2010) 연구에 따르면, 출산 간격이

15 개월 미만인 아동은 출산 간격이 15 개월 이상인 아동에 비해 사망 위험이 3.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네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출생 간격과 아동의 사망률

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한 Ronsmans C(1996) 연구에서도 출산 간격이 2년 이내에 출

생 한 아동의 경우, 출산 간격이 2년 이상인 자녀보다 사망 위험이 4.09 배 높았다.

Shifa GT 등(2018)은 에티오피아 남부 가무고파 지역의 산모 및 아동의 특성에 따른

5세 미만 아동 건강에 영향을 요인에 대해 연구하는데 마찬가지로 출산간격이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 간격 24개월 미만인 경

우에 비해 24-36개월인 경우 0.48배, 37개월 이상인 경우 0.46배 아동 사망 위험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선천적 출생 간격이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출산 시 산모의 나이 또한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조

정명(2012)는 2010 CHDS(Cambodia Demographic Health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캄보디아 5세 이하 아동의 건강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산모의 출산나이는 35세

미만인 경우와 35세 이상인 경우로 범주화하여 분석 한 결과 35세 이상인 경우, 출산

나이가 35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 Alam N, 1995; Ronsmans C, 1996; Yigzaw M and Enquselassie F, 2010; Kayode GA,

Adekanmbi VT and Uthman OA, 2012; Ahmed Z, Kamal A and Kamal A, 2016; Nasejje

JB, Mwambi HG and Achia TN, 2015; Perin J and Walker N, 2015

17) 조정명, 2012; 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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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up T 등(2018)이 2012년 BNHS (Butan National Health Survey)를 활용하여 부

탄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시 산모의 나이가 25세 이하인 자녀에 비해 36-40

세(AOR=0.29, p=<0.001) , 41-45세(AOR=0.25, p=0.001), 46세 이상(AOR=0.23,

p=0.015) 나이가 많은 산모의 자녀 일수록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임 여부 또한 모성의 건강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요 요인으로 연구 된다.18) Aheto JMK(2019) 는 2014년 가나 인구 및 건강 조사

(Ghana Demographic Health Survey, GDHS)를 이용하여 5 세 미만 아동 사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다. 현대 피임 도구를 사용 여부를 독립변수 중 하나로 하

여 분석한 결과, 현대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여성의 자녀보다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짐바브웨에서 모성 건강 추구 행동에

따른 5 세 미만 아동 사망의 연관성을 연구한 Chadoka-Mutanda N(201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Chadoka-Mutanda N(2017)는 2010/11 짐바브웨 인구 및 건강 조사

(Zimbabwe Demographic Health Survey, ZDHS)를 이용하여, 조사 시점 최근 5년간

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여성 4,128명과 아동 5,1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어떠

한 피임 도구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즉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

이 피임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에서 태어난 아동이 사망 할 위험률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또한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이다. 19)유니세프(UNICEF)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함께 발간한 모유 수유 현황 보고서(Capture the Moment: Early initiation

of breastfeeding-the best start for every newborn, 2018)에 따르면, 초유는 ‘첫 번째

백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영양분과 면역 성분이 들어 있다. 생후 첫 시간 안에 모

유 수유를 하면 다양한 감염에 노출되어도 모유 수유로 면역조절 능력을 길러 감염에

대한 보호가 제공되고 패혈증, 폐렴, 설사 및 저체온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을 줄일 수

18) Aheto JMK, 2019; Chadoka-Mutanda N and Odimegwu CO, 2017

19) Nath DC, Land KC and Singh KK, 1994; Bahl R et al., 2005; Girma B and Berhane Y,

2011; Ettarh RR and Kimani J, 2012; Ahmed Z, Kamal A and Kamal A, 2016; Ezeh OK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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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대로, 출생 후 첫 시간 후에 모유 수유가 지연되면 신생아 사망 위험이 두 배

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han J et al.,2015) Edmond KM 등(2005) 의 연구에 따

르면 모유가 시작 되는 시간이 아기가 태어난 이후 1시간 이후부터 신생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fa GT (2018)에서는 모유 수유를 한 적이없

는 5 세 이하 어린이는 모유 수유를 한 어린이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8 배 높았다.

케냐에서도 도시와 농촌 모든 지역에서 6 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한 어린이가 6 개월

미만 모유 수유를 한 어린이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Ettarh

RR and Kimani J, 2012). 이는 Ahmed Z 등(2016)의 파키스탄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모유수유가 아동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증명됨에 따라 모유 수유는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아동 생존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Mutisya M et al.,2010)

3.2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거주 지역, 가정의 소득 수준, 산모의 교육 수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거주 지역 또한 아동 사망과 관련이 있다. Ettarh RR P 등(2012)은 2008-09 케냐 인

구 보건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에서 5세 미만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도시 보다 농촌에서 아동 사망률이 3.6배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zeh OK 등(2014)의 나이지리아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농촌에서의

아동 사망률이 유의하게 더 높아 앞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농촌은 보건 의

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

문이라고 보았다. 부탄에서도 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이 서부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보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탄의 동부

및 중부 지역은 대부분 농촌으로 영양 실조, 낮은 교육 수준,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반면 서부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비교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기아를 벗어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았으며 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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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그러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농촌에서

아동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있다. Lee HY 등(2016)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시가 농촌보다 아동 사망률이 높았던 것으로 연구되었다.

가정의 소득 수준 또한 아동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Akinyemi JO 등(2016)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개국(나미비아, 잠비아, 부르키나파

소, 탄자니아, 가봉, 나이지리아, 르완다, 카메룬)을 대상으로 가구 구조와 산모의 특성

이 아동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미비아와 잠비아

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빈곤층의 아동이 중산층과 부유층인 경우에 비해 사망 확률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탄에서는 소득 수준을 5분위수로 구분하여 조

사 한 결과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아동 사망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

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를 기준으로 2분위는 0.70배, 3분위는 0.51배, 4분위는 0.33

배, 5분위는 0.19배 감소하였으며, 4분위수와 5분위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산모의 교육 수준은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연구되

고 있다. 20)대부분의 연구에서 산모의 교육 수준과 아동 사망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heto

JMK 등(2019)의 연구에서는 초등 교육을 받은 여성의 자녀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산모와 비교하여 아동의 생존 확률 약 1.62배 유의미하게 높았다. Shifa GT(2018) 연

구에서도 교육 수준이 9 학년 이상인 여성의 자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자녀보다 5세 미만 아동 사망 확률이 66 %, 유아 사망 확률도 63%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Lee HY 등(2016)의 연구에서도 중등 교육까지 마친 여성에 비해 초등 교육까

지 받은 여성의 자녀가 1.52배 사망률이 높았다. 이렇듯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진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

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연구도 있다. 케냐에서 실시한 연구에

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초등 교육만 받은 경우와 중

20) Ayotunde T et al.,2009; Ahmed Z, Kamal A and Kamal A, 2016; Lee HY et al.,2016;

Shifa GT, Ahmed AA and Yalew AW, 2018; Babayara MNK and Addo B, 2018; Aheto

JM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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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육 이상 받은 경우 2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산

모의 교육 수준이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되지 못했다. (Ettarh RR

and Kimani J, 2012) 또한 부탄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연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자녀의 어머니가 문해력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도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해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신문에서 조리법이나 운동 프로그램, 상품의 안전 경고, 대기 품질 및 수

질 보고서, 예방접종 캠페인 광고, 약병의 주의사항, 국가와 고용주가 주는 보건 혜택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건관련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남은우, 오창석, 2015) 이들은 의료진들이 약의 복용량과 복용시간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어려우며 라벨의 복용방법도 읽을

수 없다. Hill, Ken 등 (1999)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5 세 이하 아동 사망

률 추세와 1960년에서 2000년 까지 1인당 소득, 문맹률, 도시화와 5세 이하 아동 사망

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1인당 소득 및 도시화가 아동 사망률과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문맹 퇴치율이 높아질수록 아동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NH Blunch(2013)는 가나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문맹 퇴치 프로젝트의 참여가 아동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성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 참여는 아동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 사망

률 감소에 비용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3.3 환경적 특성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식수 공급원, 화장실 유형, 가정의 전기 사용 여부가 포함

된다.

노상 배변으로 인한 불량한 위생 상태와 더러운 식수는 아동에게 여러 질병을 일으

킨다. 오염된 물을 마시는 어린이는 설사병에 걸리기 쉽우며, 설사병은 탈수증을 일으

켜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한다. 21)위생 시설 부재로 인한 배설물과 쓰레기가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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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Ezeh OK등(2014)

나이지리아에서 가정의 식수 공급원 및 화장실 유형에 따른 5세 미만 사망률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개선되지 않은 가정의 식수 공급원 및 화장실을 이

용하는 경우, 신생아기이후(1-11개월) 아동의 경우 사망위험이 38%, 소아(12-59개월)

의 경우 사망위험이 24%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신생아(0-28일) 경우 사망

위험이 6%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이

지리아 정부에서 물과 위생 시설을 개선에 투자할 것을 강조하였다. Fink G(2011)는

1986 년에서 2007 년까지 70개 개발도상국가의 인구 통계 및 건강 조사 (DHS)를 활

용하여, 5 세 미만의 110 만 명의 아동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정의 식수 공급원 및 화

장실 유형이 아동 사망률, 설사 및 성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개선된 위생 시설은 이용은 아동 사망률 감소, 아동 설사 위험 감소, 성장 저하 감소

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탄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화장실 유형 이용하는 가

정의 경우,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확률이 1.49 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전기가 없는 가정은 에너지 수요 대부분을 주로 나무, 석탄, 연탄, 동물 대변, 농작

폐기물과 같은 고체연료에 의존한다. 특히 집에서 사용되는 고체 연료들은 연기의 대

부분을 집안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더 건강에 해롭다. 고체연료를 연소할 때 일산화탄

소, 산화유황, 산화질소, 알데히드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되는데 이는 감염을 이

키고 기관지를 엎고 있는 세포들을 해치며, 면역 반응을 손상시켜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냉장 보관을 위한 전기가 없어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국

제보건학) 부탄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5세 미만 아

동 사망률이 1.81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zeh OK et al.,2014)

21) https://www.unicef.or.kr/active/business_wa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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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

보건의료서비스접근특성으로는 출산 장소, 산전관리 방문 횟수,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포함된다.

출산 장소에 따라 산모 및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시설에서 출산

하는 것은 숙련된 조산사나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WHO, 2005) 비교

적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낮

다. (Pandey A et al.,1998) Ajaari J 등l(2012)이 탄자니아 루피지(Rufiji) 지역에서 실

시한 출산 장소가 신생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시설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사망률 은 출생 1,000 명당 27.0인 반면 의료 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

어난 신생아의 사망률 출생 1,000 명당 43.4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5

년과 2003 년 사이에 수집 된 40 개국을 대상으로 한 Lawn JE 등(2005)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하며, 사망한 신생아의 50% 이상은 숙련 된 진료가 없는 가정에서 출생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Ettarh RR P (2012)등의 연구에서는 출산장소를 집, 공공의

료시설, 사설 의료 시설로 나누어 아동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관리(Antenatal Care, ANC) 방문 횟수에 따라서도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산부와 아동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임산부에게 적어도 4회 이상의 산전 관리를 권장한다. (WHO, 2016) 22)이렇듯 산전

관리가 아동의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

혀진 바 있다. Shifa GT 등(2018)의 연구에서 임신 기간 중 적어도 4회 산전 관리를

받은 여성의 영아는 산전 관리를 받지 않은 영아보다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5세 미만 아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임신 기간 중 적어도 4회 산전

관리를 받은 여성의 아동의 사망 위험이 낮게 관찰되었다. 이는 산전관리를 통해 고

위험 임신을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KuhntJ 등(2017)은

22) Antai D, 2011; Singh A et al.,2014; Arunda M, Emmelin A and Asamoah BO, 2017;

Makate M and Makate C, 2017; hifa GT, Ahmed AA and Yalew AW,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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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실시 된 69개의 개발도상국가의 193개의 인구 통계 및 건

강 조사(DHS)를 활용하여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산전관리가 아동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산전관리 방문을 한 산모의 경

우, 신생아 사망률이 1.04 %, 영아 사망률이 1.07 % 낮아졌다. 또한 적어도 4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고, 한 번 이상 의료인을 보았을 경우, 신생아 사망률이 0.56 %와 영아

사망률이 0.42 % 포인트 낮아졌다.

의료시설과의 거리 또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Schoeps A(2011)는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시골 지역에서 보건의료 시설 거리가 아동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보건의료시설이 거주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로부터 약 4시간의 거리

로 떨어진 경우에 비해 사망 위험이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aniel

Kadobera(2012)의 탄자니아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정부 보건 의

료기관과 거주지가 5km 이상 떨어진 가정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5km 미만 떨어진 가

정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17배 유의하게 증가했다.



- 32 -

Ⅲ. 탄자니아 아동 사망 현황 및 정책

1. 탄자니아 일반 현황

1.1 탄자니아 지리적 특성

탄자니아 국가 정식 명칭은 탄자니아 합중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이며, 본

토인 탕가니카와 잔지바르섬을 국토로 한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르완다·부룬디·콩고민주공화국, 남쪽으로 말라위·모잠비크·잠비아, 북쪽으로 케냐·우간

다와 국경을 접하며, 동쪽으로는 인도양과 면한다. 주요 도시로 도도마(Dodoma)는 탄

자니아 수도이며 국회와 집권당인 CCM 당의 본부 소재지이다. 다르에스살람은 탄자

니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자 최대 항구도시로써 실질적은 수도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외교부, 2018)

1.2 탄자니아 인구구조

탄자니아의 인구는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 중 7위에 해당하며, 동부 아프리카의 국

가들 중에서는 에티오피아에 이어 2위이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다르에스 살

람(DaresSalaam)으로 약 269만명(2018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수도인 도도마

(Dodoma)에는 약 18만명(2018년)이 살고 있다. 평균 수명은 대륙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동부 아프리카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저개발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

는 피라미드형 연령 구조를 보이고 있다.

1.3 탄자니아 경제

탄자니아의 경제성장 추이는 대체적으로 2004년 이후 탄자니아 실질 GDP 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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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동아프리카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동아프리카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KIEP

and KOTRA, 2013) 최근에는 내수시장 성장과 인프라 구축으로 수개년 동안 연평균

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동아프리카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KOTRA, 2019)

1.4 탄자니아 산업구조

2016년 GDP 산업별 구성은 농업 및 수산업(21.1%), 제조 및 건설업(23.9%), 서비스

업(49%)으로, 서비스업과 건설 부문과 같은 다른 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확대되고 농수산업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23) 농수산업은 노동인

구의 80%, 수출의 60%, GDP의 40%를 차지하는 전통 주력산업이며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KOTRA, 2019)

23) 농수산업 : (2011) 27.2% → (2016) 21.1%

건설부문 : (2011) 8.4% → (2016) 11.4% (Bank of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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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자니아 아동 사망 현황

2.1 탄자니아 아동 사망률

탄자니아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990년 출생 1,000명당 165.5명에서 2017년 출생

1,000명당 54명까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아 사망률은 100.3명에서 38.3명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탄자니아 영아 사망률의 연평균 감소율은 3.5%

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연평균 감소율인 4.1%보다 비교적 감소율이 낮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및 영아 사망률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3.2%,

2.7%인 반면, 탄자니아는 각각 4.1%, 3.5%로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2017년 기

준 아동사망률 또한 더 낮다. 그러나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아쉬운 수치를

나타낸다. 2017년 기준, 케냐, 르완다, 우간다 보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및 영아 사망률

이 모두 높다. 특히 우간다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아동 사망률이 탄자니아보다 높았음에

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는 우간다보다 높은 아동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표 5> 1990~2017 동아프리카 아동 사망률 비교

Country 
Name

Mortality 
rate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CAGR

Burundi
Under-5 174.6 177.6 156.7 125.4 90.6 67.1 61.2 -0.038
Infant 105.4 107 95.9 78.7 59.2 45.9 42.5 -0.033

Kenya
Under-5 103.7 113.9 104.5 79.2 58.4 48.7 45.6 -0.03
Infant 65.9 70.3 64 50.4 39.9 35.1 33.6 -0.025

Rwanda
Under-5 151.2 242.1 181.4 110.2 64.4 42 37.9 -0.05
Infant 92.6 116.6 107.7 69.1 44.5 31.4 28.9 -0.042

Tanzania
Under-5 165.5 156.6 130.4 94.3 73.4 58.3 54 -0.041
Infant 100.3 94.6 79.5 59.3 48.1 41 38.3 -0.035

Uganda
Under-5 181.2 164.6 146 108.8 78 55.3 49 -0.047
Infant 107.2 98 88.4 68 51 39 35.4 -0.04

Sub-Saharan 
Africa

Under-5 180.5 172.3 153.7 126.2 100.9 81.4 75.5 -0.032
Infant 107.8 102.8 93 78.3 65.1 54.9 51.5 -0.027

World
Under-5 93.2 87.1 77.1 63.5 51.5 41.9 39.1 -0.032
Infant 64.7 60.3 53.6 44.9 37.2 31.2 29.4 -0.029

(출처: World Bank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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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탄자니아 아동 주요 사망 원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탄자니아 아동의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

약 40%가 출생 이후 28일 이내인 신생아 시기에 발생한다. 신생아 시기 중 분만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12%를 차지하며 조산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10%, 패혈

증/파상풍/수막염이 8%, 선천성 기형이 5%, 폐렴 3%, 기타 신생아 질병으로 인한 경

우가 2%이다. (Afnan-Holmes H et al., 2015)

신생아 시기에 발생하는 사망 이외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탄자니아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폐렴이 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은

10%로 두 번째로 높다. 2015/16 Tanzan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and

Malaria Indicator Survey(TDHS-MIS)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장 사용과 그물 배포 부

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다. 설사로 인한 사망은 약 8%이며, 과도한

수분 손실로 쉽게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UNICEF는 설사가 5 세

이하 아동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루 1,400 건의 어린이

사망 건수를 기록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간 5 만 2 천명의 어린이 사망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에이즈와 부상으로 인한 아동 사망이 각각 6%로, UNICEF에 따르면 탄자니

아에서 약 99,000 명의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매년 출산하며, 15 세 미만의 어린이

16 만 명이 에이즈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다. 이 외 뇌수막염을 포함한 기타 질병이

16%를 차지한다. (Afnan-Holmes H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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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자니아 아동 보건 관련 주요 국가 계획

3.1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

탄자니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빈곤을 탈피하고 중

소득국가로 진입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장기 국가전략은 한마디로 ‘탄자니

아 개발비전 2025(이하 ‘비전 2025’)’로 종합된다. ‘비전 2025’는 과거의 개발 저해요인

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새

로운 발전방향을 지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좋

은 거버넌스 및 법치(Rule of Law)의 실현, 강하고도 경쟁적인 경제의 실현을 통 한

중소득국가로의 진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은

UN MDGs 내용의 연장선 성격을 띤다. 즉 식량자급·안보의 확립, 교육의 증진, 성평

등의 추구, 건강서비스 접근의 제고, 모성 및 유아사망률의 감소, 식수 공급의 확대

및 개발도상국 수준의 수명 연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24) (김세원 등, 2015)

3.2 건강 분야 전략적인 계획 IV (2015-2020년)

건강 분야 전략적인 계획 IV(Health Sector Strategic Plan IV)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가정에 필수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거에 근거한 표준의료행

위를 통해 효과적이고 근거 기반의 의료 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다섯 가

지 전략 목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지역 사회 및 보건 시설에 필수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주요 건강 관리 서비스의 품

24)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 주요 중장기 목표

· 1인당 소득 : (2014) 1,043달러 → (2021) 1,500달러

· 빈곤율 : (2012) 28.2% → (2021) 16.7%

· FDI : (2014) 21억 달러 → (2021) 90억 달러

· 전기발전량 : (2015) 1,501MW → (2020) 4,915MW

· 전기공급지역 : (2015) 36% → (202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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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을 달성한다. 두 번째, 질병 부담이 더 큰 인구 집단 또는 취약한 지역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국가의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적극적으

로 지역 사회 파트너십을 이루고 네 번째, 현대적인 관리 방법을 적용을 통해 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부문과 협력을 통해 다른 부문의 정책

과 전략에 건강 증진 및 건강 보호 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 결정 요소를 다루고자 하였다. (2015-16 TDHS)

3.3 One Plan II (2016-2020)

One Plan II 의 목표는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에 따라 예방 가능한 모성,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

한 개발 목표 (SDGs) 및 다른 국제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출생 10

만명당 432에서 292로, 신생아 사망률을 출생 1,000명 당 21에서 16명으로, 유아 사망

률을 출생 1,000명 당 43에서 24로,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출생 1,000명 당 54에서

4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산모, 신생아,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시키는 것이며 가

족 계획 (FP), 집중된 산전 관리(FANC), 출생 후 및 신생아 치료, 응급 산과 및 신생

아 치료(EmONC)를 강화해야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 건강을 위한 포괄적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을 통해 청소년의 생식 건강 관리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두 번째 전략은 아동 건강 프로그램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예방 접종 및

백신 개발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 질병 통합 관리 (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 Illnesses, IMCI) 중재의 시행을 강화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전략은 모성,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

품 (피임 도구, 백신,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타민 A 및 임산부를 위한 철분 엽산 보

충제 등 )의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015-16 TD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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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탄자니아 5세 미만 아동 사망 결정 요인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개인적 특성

총 7.050명의 여성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10.66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조사 대상 아동 수 10.664 명중,

설문 시점 기준으로 사망한 아동은 445명(4.42%), 생존한 아동 수는 9619명(95.82%)

이었다. 거주 지역이 농촌 인 경우, 아동의 사망률이 4.12% 인데 반해 도시 인 경우

5.41%로 도시에서 아동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 성별은 남아가 5059명(50.27%), 여아는 5005명

(49.73%)로 남아의 수가 약간 높았다. 평균 출생 간격은 약 40±24.40개월 이며(range:

9~252)이며, 24개월 미만 인 경우 1555(15.45%), 24-36개월 2869(28.51%), 37개월 이상

인 경우 32581(32.37%), 입력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382명(23.67%)명

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서는 1번째부터 12번째까지 있었으며, 평균 4±2.59 번째 인 것

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서가 1-4번째 인 경우 6477명(64.36%), 5번째 이상인 경우가

3587명(35.64%) 였다. 도시 지역의 경우, 출생 순서가 4번째 이후 인 경우는 20.03%인

반면 농촌 지역에서 40.39%로 농촌에서 약 2배 가량 높았다.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출산 시 여성의 나이는 15-19세가 1382명(13.73%),

20-34세가 6228명(67.85%), 35세 이상인 경우 1854명(18.42%) 이었다. 도시 지역의 10

대 출산 비율은 12.48%인 반면, 농촌의 경우 14.11%로 농촌에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떤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64.89%(6531명),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여성은 3533명(35.11%)이었으며,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

에서는 피임 도구 사용하는 비율이 47%, 농촌에서는 31.49%로 도시 지역에서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출산 후 아이에게 1시간 이내에 모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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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한 경우 5197명(51.64%),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4867명(48.36%)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서 1시간 이내 모유 수유를 하는 확률(57.43%)이 농촌(49.88%)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n=10,064)

Variables Categories Total
Livelihood

P-value
Urban Rularl

Child is alive
Death
Alive

445(4.42)
9619(95.58)

127(5.41)
2220(94.59)

318(4.12)
7399(95.88) 0.008

Child factor

Sex of child Male
Female

5059(50.27)
5005(49.73)

1209(51.51)
1138(48.49)

3850(49.89)
3867(50.11)

0.169

Preceding birth
interval (months)

<24
24-36
>36
Missing

1555(15.45)
2869(28.51)
3258(32.37)
2382(23.67)

237(10.10)
455(19.39)
933(39.75)
722(30.76)

1318(17.08)
2414(31.28)
2325(30.13)
1660(21.51)

<.001

Birth order 1-4
>4

6447(64.36)
3587(35.64)

1877(79.97)
470(20.03)

4600(59.61)
3117(40.39)

<.001

Maternal factor

Mother’s age at
birth

15-19
20-34
>34

1382(13.73)
6828(67.85)
1854(18.42)

293(12.48)
1726(73.54)
328(13.98)

1089(14.11)
5102(66.11)
1526(19.77)

<.001

Current
contraceptive

method

No
Yes

6531(64.89)
3533(35.11)

1244(53.00)
1103(47.00)

5287(68.51)
2430(31.49)

<.001

When child
put to breast

In 1hour
After 1hour

5197(51.64)
4867(48.36)

1348(57.43)
999(42.56)

3849(49.88)
3868(50.1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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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 지역은 기타 지역이 7950명(78.99%)으로 가장 많았고, 잔지바르 1446명

(14.37%), 다르에스살람 411명(4.08%), 도도마 257명(2.55%) 이었다.

소득 수준은 5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빈곤한 층이 2,309명(22.94%), 빈곤한 층이

2,058명(20.45%), 중간 소득층이 1,957명(19.45%), 부유한 층이 2,084명(20.71%), 가장

부유 층이 1,656명(16.45%)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인 경우에는 낮은 소득 수준은 (Poorest, Poor) 189명(8.08%), 중간 소득

수준은 149명(6.35%), 높은 소득 수준(Rich, Richest) 2009명(85.6%) 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농촌에서는 낮은 소득 수준은 (Poorest, Poor)

4178명(54.14%), 중간 소득 수준은 1808명(23.43%), 높은 소득 수준(Rich, Richest)

1731명(22.43%) 으로 소둑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 거주 지역 간 소

득 수준 격차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 2,153명(21.39%), 초등 교육을

받은 경우 6,072명(60.33%), 중등 교육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는 1,839

명(18.27%)에 불과했다. 또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여성의 비율은 3,054명(30.35%),

문장을 부분적 읽을 수 있거나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여성은 7,010명(69.65%) 이

었다. 교육 수준과 문해력 또한 거주 지역 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도시 지역

에서 중상 이상(Secondary or Higher)의 교육 수준을 받은 비율은 35.02%, 농촌 지역

에서는 13.18%였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성의 비율 또한 도시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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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10,064)

Variables Categories
Livelihood

P-value
Total Urban Rularl

Region

Dodoma
Zanzibar
Dar esSalam
Ohter regions

257(2.55)
1446(14.37)

411(4.08)
7950(78.99)

58(2.47)
275(11.72)
411(17.51)

1603(68.30)

199(2.57)
1171(15.17)

0(00.00)
6347(82.25)

<.001

Wealth index

Poorest
Poor
Middle
Rich
Richest

2309(22.94)
2058(20.45)
1957(19.45)
2084(20.71)
1656(16.45)

129(5.50)
60(2.56)

149(6.35)
756(32.21)

1253(53.39)

2180(28.25)
1998(25.89)
1808(23.43)
1328(17.21)

403(5.22)

<.001

Mother’s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Primary
Secondary or
Higher

2153(21.39)
6072(60.33)
1839(18.27)

213(9.08)
1312(55.90)
822(35.02)

1940(25.13)
4760(61.68)
1017(13.18)

<.001

Mother’s
Literacy

Cannot read at all
Able to read

3054(30.35)
7010(69.65)

345(14.70)
2002(85.30)

2709(35.10)
5008(64.9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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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적 특성

식수의 원천이 비교적 개선된 식수(Improved)를 이용하는 경우는 5517명(54.82%),

개선되지 않는 식수(Unimproved)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4547명(45.18%)이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에서 개선된 식수를 사용하는 비율은 78.06%, 농촌에서

는 47.75%로 지역 간 격차가 있었다.

위생시설 역시 개선된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486명(14.77%),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8578명(85.23%)이었다.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

면 도시 지역에서는 42.82%가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6.23%만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하며 큰 격차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1611명(16.01%)이었으며, 전기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8453명(83.99%)로 높았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48.81%,, 농촌 지역은 6.04%만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8> 연구대상자의 환경적 특성

(n=10,064)

Variables Categories Total
Livelihood

P-value
Urban Rularl

Source of
drinking water

Improved
Unimproved

5517(54.82)
4547(45.18)

1832(78.06)
515(21.94)

3685(47.75)
4032(52.25)

<.001

Type of toilet
facility

Improved
Unimproved

1486(14.77)
8578(85.23)

1005(42.82)
1342(57.17)

481(06.23)
7236(93.77)

<.001

Household
has: electricity

No
Yes

8452(84.00)
1611(16.01)

1201(51.19)
1145(48.81)

7251(93.96)
466(6.0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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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

출산 장소는 정부(Government/parastatal) 5170명(51.37%) 관련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집(Home)인 경우 3598명(35.75%), 지방(Religious/voluntary) 851명

(8.46%), 기타(Ohter) 233명(2.32%), 사설(Private) 212명(2.11%) 순으로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정부 기관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72.39%, 집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11.84% 로 정부 기관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촌 지역

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44.98%, 집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43.02%

로 비교적 집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전관리는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부터 98회까지 받은 여성도 존재하였으며, 평균적

약 4회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수가 낮아 구분하지 않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산전관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1.70%(118명)이었으며 임신 기간 동안

산전관리를 0-3회 받은 여성은 34.45%(3467명), 4회 이상 받은 경우는 34.15%(3437

명) 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거리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

율은 44.19%(4447명) 이었으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5.81%(5617명)

이었다. 거리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촌 지역에서 더 높았다. .

<표 9> 연구대상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

(n=10,064)

Variables Categories Total
Livelihood

P-value
Urban Rularl

Place of delivery

Home
Government/parastatal
Religious/voluntary
Private
Ohter

3598(35.75)
5170(51.37)

851(8.46)
212(2.11)
233(2.32)

278(11.84)
1699(72.39)
239(10.18)
101(4.30)
30(1.28)

3320(43.02)
3471(44.98)

612(7.93)
111(1.44)
203(2.63)

<.001

Number of
antenatal visits

during pregnancy

0-3
>3
Missing

3467(34.45)
3437(34.15)
3160(31.40)

704(30.00)
1090(46.44)
553(23.56)

2763(35.80)
2347(30.41)
2607(33.78)

<.001

Getting medical
help for self:

distance
to health facility

Big problem
Not a big
problem

4447(44.19)
5617(55.81)

713(30.39)
1634(69.62)

3734(48.39)
3983(51.6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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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 사망 여부 차이

다음으로, 아동 사망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아동 사망 여부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p=.005), 출산간격(개월)

(p=.004),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p=.003) 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거주

지역(p=.007), 거주 지역 유형(p=.008),가 있었고, 환경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특성에서는 산전 관리 방

문 횟수 (p<.0001)이 포함되었다.

<표 10>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 사망 여부 차이

(n=10,064)

Variable /

Categories

Child is alive?: N(%)
Total χ2 p-value

Death Alive

Individual factor

Sex of child

Male
Female

253(5.00)

192(3.84)

4806(95.00)

4813(96.16)

5059(50.27)

5005(49.73)
8.0774 0.005**

Preceding birth interval(months)

<24
24-36
>36
Missing

75(4.82)

113(3.94)

123(3.78)

134(5.63)

1480(95.18)

2756(96.06)

3135(96.22)

2248(94.37)

1555(15.45)

2869(28.51)

3258(32.37)

2382(23.67)

13.5660 0.004**

Birth order

1-4
>4

275(4.25)

170(4.74)

6202(95.75)

3417(95.26)

6447(64.36)

3587(35.64)
1.3306 0.249

Mother’s age at birth

15-19
20-34
>35

97(7.02)

260(3.81)

88(4.75)

1285(92.98)

6568(96.19)

1766(95.25)

1382(13.73)

6828(67.85)

1854(18.42)

2.0328 0.362

Current contraceptive method

No
Yes

318(4.87)

127(3.59)

6213(95.13)

3406(96.41)

6531(64.89)

3533(35.11)
8.8109 0.003**

When child put to breast

In 1hour
After 1hour

217(4.18)

228(4.68)

4980(95.82)

4639(95.32)

5197(51.64)

4867(48.36)
1.541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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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Categories

Child is alive?: N(%)
Total χ2 p-value

Death Alive

Socio economic factor

Region

Dodoma

Zanzibar

Dar esSalam

Ohter regions

17(6.61)

57(3.94)

30(7.30)

341(4.29)

240(93.39)

1389(96.06)

381(92.70)

7609(95.71)

257(2.55)

1446(14.37)

411(4.08)

7950(78.99)

12.0949 0.007**

Type of place of residence

Urban

Rular

127(5.41)

318(4.12)

2220(94.59)

7399(95.88)

2347(23.32)

7717(67.68)
7.0906 0.008**

Wealth index

Poorest

Poor

Middle

Rich

Richest

92(3.98)

96(4.66)

80(4.09)

96(4.61)

81(4.89)

2217(96.02)

1962(95.34)

1877(95.91)

1988(95.39)

1575(95.11)

2309(22.94)

2058(20.45)

1957(19.45)

2084(20.71)

1656(16.45)

2.8809 0.578

Mothers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Primary

Secondary or

Higher

94(4.37)

278(4.58)

73(3.97)

2059(95.63)

5794(95.42)

1766(96.03)

2153(21.39)

6072(60.33)

1839(18.27)

1.2582 0.533

Mother’sLiteracy

Cannot read at all

Able to read
140(4.58)

305(4.35)

2914(95.42)

6705(95.65)

3054(30.35)

7010(69.65)
0.273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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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Categories

Child is alive?: N(%)
Total χ2 p-value

Death Alive

Enviromental factor

Source of drinking water

Improved

Unimproved

242(4.39)

203(4.46)

5275(95.61)

4344(95.54)

5517(54.82)

4547(45.18)
0.0359 0.850

Type of toilet facility

Improved

Unimproved

66(4.44)

379(4.42)

1420(95.56)

8199(95.58)

1486(14.77)

8578(85.23)
0.0016 0.968

Household has: electricity

No

Yes

367(4.34)

78(4.84)

8086(95.66)

1533(95.16)

8453(83.99)

1611(16.01)
0.8006 0.371

Health clinic acessing factor

Place of delivery

Home

Government/par

astatal

Religious/volunt

ary

Private

Ohter

149(4.14)

240(4.64)

38(4.47)

7(3.30)

11(4.72)

3449(95.86)

4930(95.36)

813(95.53)

205(96.70)

222(95.28)

3598(35.75)

5170(51.37)

851(8.46)

212(2.11)

233(2.32)

1.9468 0.746

Number of antenatal visits during pregnancy

0-3

>3

Missing

66(1.90)

87(2.53)

292(9.24)

3401(98.10)

3350(97.47)

2868(90.76)

3467(34.45)

3437(34.15)

3160(31.40)

254.7057 <.001***

Getting medical help for self: distance to health facility

Big problem

Not a big

problem

193(4.34)

25(4.49)

4254(95.66)

5365(95.51)

4447(44.19)

5617(55.81)
0.1258 0.723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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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 성별,

출생 시 어머니의 나이,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유형, 소득

수준이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

동의 성별이 남아 일 경우 여아에 비해 사망 오즈비가 1.34배 높았다(OR=1.34, 95%,

CI 1.098-1.625). 출생 시 어머니의 나이가 20-34세 일 경우, 10-19세 일 경우에 비하

여 사망 오즈비가 0.58배 낮았다. (OR=0.58, 95%, CI 0.422-0.786) 그리고 현재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는 사용하는 여성의 자녀에 비해 사망 오즈비가

1.38배 높았으며(OR=1.38, 95%, CI 1.004-1.733) 거주 지역 유형에 따라서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사망 오즈비가 1.38배 높았고(OR=1.38, 95%, CI 1.098-1.625) 거주 지역

에 따라 살펴보면 도도마, 다르에스살람, 기타지역, 잔지바르 순으로 아동 사망 오즈

비가 높았다. 잔지바르에 비해 도도마에서 사망 오즈비가 2.48배로 가장 높았고

(OR=2.48, 95%, CI 1.329-4.627), 다르에스살람이 2.08배(OR=2.08, 95%, CI

1.208-3.590), 기타 지역에서 1.24배 높았으며(OR=1.24, 95%, CI 0.875-1.770) 도도마와

잔지바르에서 유의했다. 소득 수준은 최하위(Poorest)인 경우에 비해 하위(Poor)인 경

우 사망 오즈비가 1.36배(OR-1.36, 95%, CI 1.008-1.845), 상위(Rich)인 경우 사망 오

즈비가 1.49배(OR=1.49, 95%, CI 1.040-2.1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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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 / Categories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s

Lower  Upper
p-value

Individual factor

Sex of child

Male

Female

1.34

Reference

1.098 1.625 0.004**

Preceding birth interval(months)

<24

24-36

>36

Missing

Reference

0.84

0.91

1.00

0.618

0.667

0.704

1.139

1.244

1.430

0.260

0.557

0.985

Birth order

1-4

>4

0.95

Reference

0.718 1.245 0.688

Mother’s age at birth

15-19

20-34

>34

Reference

0.58

0.93

0.422

0.605

0.786

1.428

0.001**

0.739

Current contraceptive method

No

Yes

1.38

Reference

1.004 1.733 0.005**

When child put to breast

In 1hour

After 1hour

0.86

Reference

0.709 1.05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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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Categories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s

Lower  Upper
p-value

Socio economic factor

Region

Dodoma

Zanzibar

Dar esSalam

Ohter regions

2.48

Reference

2.08

1.24

1.329

1.208

0..875

4.627

3.590

1.770

0.004**

0.008**

0.225

Type of place of residence

Urban

Rular

1.38

Reference

1.014 1.875 0.041*

Wealth index

Poorest

Poor

Middle

Rich

Richest

Reference

1.36

1.26

1.49

1.55

1.008

0.912

1.040

0.824

1.845

1.749

2.128

2.915

0.044*

0.159

0.030*

0.174

Mothers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Primary

Secondary or Higher

Reference

1.11

1.05

.792

1.560

0.659

1.672

0.542

0.837

Mother’sLiteracy

Cannot read at all

Able to read only parts or

whole sentence

Reference

0.90 0.664 1.215 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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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Categories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s

Lower  Upper
p-value

Enviromental factor

Source of drinking water

Improved

Unimproved

0.93

Reference

0.746 1.157 0.512

Type of toilet facility

Improved

Unimproved

0.86

Reference

0.600 1.218 0.384

Household has: electricity

No

Yes

Reference

1.07 0.640 1.774 0.808

Health clinic acessing factor

Place of delivery

Home

Government/parastatal

Religious/voluntary

Private

Ohter

Reference

1.24

1.37

0.72

1.28

0.957

0.913

0.320

0.672

1.543

2.018

1.588

2.431

0.109

0.131

0.407

0.454

Number of antenatal visits during pregnancy

0-3

>3

Reference

1.23 0.887 1.712 0.214

Getting medical help for self: distance to health facility

Big problem

Not a big problem

Reference

1.00 0.818 1.232 0.980

- *** p<0.001, ** p<0.01, * p<0.05

- Variance Inflation Factor(VIF) < 10

-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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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층화 분석)

각 요인들이 아동 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층화 분석을 시행하였다.

농촌 지역의 경우, 아동의 성별, 출산 시 어머니의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아동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에 비해 사망 오즈비가 1.33배

높았고 출산 시 어머니의 나이가 20-34세 일 때, 15-19세 일 때보다 사망 오즈비가

0.5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경우,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와 거주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확인 되었다. 현재 피임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망

오즈비가 약 1.80배 높았고 거주지역이 잔지바르일 경우에 비해 도도마 인 경우에 사

망 오즈비가 5.92배, 다르에스살람 인 경우에 3.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확인되었던 아동 성별, 출생 시 어머니의 나이,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 거주 지역, 소득 수준 요인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과 출산 시 어머니의 나이는 농촌 지역에서만 확인

이 되었으며,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와 거주 지역은 도시에서만 확인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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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층화 분석)

Variable / Categories
Rural Urban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Individual factor

Sex of child

Male

Female

1.33(1.05-1.67)

Reference

0.017 1.39(0.95-2.04)

Reference

0.089

Preceding birth interval(months)

<24

24-36

>36

Missing

Reference

0.79(0.57-1.11)

0.79(0.55-1.13)

1.04(0.69-1.58)

0.173

0.193

0.846

Reference

1.13(0.53-2.39)

1.30(0.65-2.60)

1.07(0.50-2.30)

0.752

0.457

0.857

Birth order

1-4

>4

0.98(0.71-1.35)

Reference

0.881 0.79(0.46-1.38)

Reference

0.411

Mother’s age at birth

15-19

20-29

>30

Reference

0.56(0.39-0.81)

1.00(0.60-1.64)

0.002

0.984

Reference

0.68(0.37-1.26)

0.87(0.36-2.12)

0.223

0.758

Current contraceptive method

No

Yes

Reference

1.23(0.94-1.62) 0.129

Reference

1.80(1.20-2.71) 0.005

When child put to breast

In 1hour

After 1hour

0.84(0.67-1.06)

Reference

0.150 0.93(0.63-1.37)

Reference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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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Categories
Rural Urban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Socio economic factor

Region

Dodoma

Zanzibar

Dar esSalam

Ohter regions

1.70(0.79-3.67)

Reference

N/A

1.08(0.72-1.64)

0.174

0.701

5.92(1.82-19.29)

Reference

3.20(1.39-7.35)

1.90(0.89-4.06)

0.003

0.006

0.097

Wealth index

Poorest

Poor

Middle

Rich

Richest

Reference

1.90(0.95-1.77)

1.14(0.81-1.60)

1.33(0.87-2.03)

1.18(0.44-3.22)

0.099

0.467

0.184

0.742

Reference

1.54(0.33-7.26)

2.77(0.85-9.07)

2.63(0.95-7.24)

2.72(0.84-8.80)

0.582

0.092

0.062

0.095

Mothers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Primary

Secondary or Higher

Reference

1.21(0.84-1.75)

1.03(0.58-1.82)

0.304

0.931

Reference

0.75(0.31-1.84)

0.85(0.31-2.34)

0.530

0.747

Mother’sLiteracy

Cannot read at all

Able to read

Reference

0.84(0.60-1.16) 0.284

Reference

1.38(0.63-3.0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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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Categories
Rural Urban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Enviromental factor

Source of drinking water

Improved

Unimproved

0.99(0.77-1.27)

Reference

0.936 0.73(0.46-1.15)

Reference

0.175

Reference

Type of toilet facility

Improved

Unimproved

0.90(0.50-1.63)

Reference

0.728 0.88(0.56-1.39

Reference

0.591

Household has: electricity

No

Yes

Reference

1.07(0.47-2.43) 0.868

Reference

1.19(0.60-2.37) 0.615

Health clinic acessing factor

Place of delivery

Home
Government/parastatal

Religious/voluntary

Private

Ohter

Reference

1.20(0.93-1.56)

1.18(0.72-1.92)

0.92(0.33-2.57)

1.39(0.71-2.73)

0.168

0.514

0.866

0.341

Reference

1.16(0.62-2.17)

1.51(0.67-3.40)

0.51(0.13-1.96)

0.75(0.09-6.34)

0.644

0.320

0.329

0.789

Number of antenatal visits during pregnancy

0-3

>3

Reference

1.47(0.99-2.18) 0.054

Reference

0.93(0.54-1.70) 0.823

Getting medical help for self: distance to health facility

Big problem

Not a big problem

Reference

1.05(0.83-1.34) 0.681

Reference

0.83(0.55-1.25) 0.36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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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고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 결과를 아동 성별, 출산 시 산모의 나이,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유형, 소득 수준이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25)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성별이 남아 일 경우 여아에 비해 사망 오즈(odds)가

1.34배 높았으며.(OR=1.34, 95%, CI 1.098-1.625)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한다.26) 남아가 여아보다 사망 확률이 높은 이유는 생물학적 원인과 문화적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성 연

관 면역조절 유전자(X-linked immunoregulatory genes)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저항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Waldron I, 1983) 27)반면 남아는 비교적 감염에 대한 저항

성이 낮고 여아에 비해 평균 출생 체중과 머리 둘레가 커서 조기 출산 위험이 높아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쉽게 죽 수 있다고 밝혀진 연구결과가 있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하리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은 신부값(bride price)28)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아를 부의 원천으로 보는 문화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Svedberg P, 1990)

출산 시 산모의 나이가 15-19세보다 20-34세 일 때 사망 오즈(odds)가 0.58배 유의

하게 낮았다. (OR=0.58, 95%, CI 0.422-0.796) 청소년 임신은 임신 중 고혈압의 위험

25)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출산간격(개월), 산전 관리 방문

횟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결측치(missiing)

값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본 연구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표 10>

26) Ahmed Z, Kamal A and Kamal A, 2016; Aheto JMK, 2019; Nasejje JB, Mwambi HG

and Achia TN, 2015; Lee HY et al.,2016

27) Wells JC, 2000; Van Malderen C, Van Oyen H and Speybroeck N, 2013

28) 매매혼에서 신부를 사는 돈 또는 귀금속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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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여(Granja AC et al.,2001; Okusanya BO et al.,2013) 미숙아 및 조산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고 아동 사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Lawn JE, Cousens S and

Zupan J, 2005)

현재 피임 여부에 따라,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는 피임을 하는 여성의 자녀

에 비해 사망 오즈비(odds)가 1.35배 높았다(OR=1.38, 95%, CI 1.104-1.733). 이는 르

완다에서 실시한 Amoroso CL 등(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가 피임을 하는 여성의 자녀에 비해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약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르완다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피임약 사용을 지원 등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피임을 통한 건

강한 출산 간격을 장려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피임 여부가 건강한 아동으로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피임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에 근거한다.(WHO, 2019) 첫째,

피임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 횟수를 줄임으로써 임신 합병증 및 위험한 낙태 위험이

높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예컨대, Chola L 등(2015)은 남아프리카에서 현대적인

피임 방법 확대 비용에 따른 모성, 신생아 및 아동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을 추정하였다. Lives Saved Tool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2015 부터 2030년

까지 15 년 동안 매년 피임보급률(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CPR)29)를 0.68 %씩

증가하면 임신 횟수가 2014년 130만에서 2030년 100만으로 줄어들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 낙태 및 출생은 약 2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 7,000 명의 신생아

와 600 명의 모성 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출산 간격을 조절함

으로써 짧은 출산 간격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Rutstein

SO(2005)는 1990 년과 1997 년 사이에 수집된 17 개 개발 도상국의 인구 통계 및 건

강 조사 (DHS) 사용하여 출생 간격이 영유아 사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는데 출생 간격이 36 개월까지 길어질수록 신생아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감

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출생 간격과 아동 사망간의 음의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를 증명한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0)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은

29) CPR(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생식 능력이 있는 여성(15-49세) 중 피임 도구를 사용

하는 여성의 비율

30) Alam N,1995; Ronsmans C, 1996; Yigzaw M and Enquselassie F, 2010; Kayode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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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방하여 반복된 출산으로 인한 모성 고갈 증후군(Maternal depletion

syndrome)을 줄일 수 있다. 모성 고갈 증후군은 산모의 혈, 근육손실, 저알부민증, 체

지방감소, 저체중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은 곧 자녀와의 건강

과도 연결이 되어 미숙아 및 조산아 출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10대 청소

년 임신을 줄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청소년 임신은 임신 중 고혈압의 위험이 증

가하여(Granja AC et al.,2001; Okusanya BO et al.,2013) 미숙아 및 조산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고 아동 사망 확률도 높아진다. (Lawn JE, Cousens S and Zupan J, 2005)

또한 피임은 HIV/AIDS 모자 간 수직 감염 가능성을 줄여 아동 사망률 감소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Lumbwe Chola et al.,2015)

거주 지역 유형이 도시인 경우 농촌에 비해 사망 오즈비가 1.38배 높은 것((OR=1.38,

95%, CI 1.014-1.876). 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탄자니아 행정수도인

도도마, 가장 발달 된 도시 중 하나인 다르에스살람, 기타지역, 잔지바르 순으로 아동

사망 오즈비가 높았다. 잔지바르에 비해 도도마에서 사망 오즈비가 2.48배로 가장 높

았고(OR=2.48, 95%, CI 1.329-4.627), 다르에스살람이 2.08배(OR=2.08, 95%, CI

1.208-3.59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아동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탄자나이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도시인구는 아시아 다음

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다르에스살람

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성장 도시로 제시되고 있다. (AfDB, 2014)

하지만 산업화 수준이 극히 낮으면서도 부문별한 도시의 팽창으로 각종 환경오염과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개

발 또는 빈곤해소로 이어지지 못한 채 환경오염과 범죄 등 여러 위험들을 만들어 내

고 있다. (박영호 등, 2016) 특히 슬럼지역 인구 비중이 높아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슬럼가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인구가 66.4%

로 추정되며. 다르에스살람의 비공식적 인 정착촌은 주거계획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Adekanmbi VT and Uthman OA, 2012; Ahmed Z, Kamal A and Kamal A, 2016; Nasejje

JB, Mwambi HG and Achia TN, 2015; Perin J and Walker 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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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UN-HABITAT, 2008) 전국 가구 예산 조사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자료에 따르면 약 1/4 (28.2 %)의 시민들이 신체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이하로 살고 있다. 또한 인구의 68 %가 2007 년과 2011

년 사이에 하루에 1.25 달러 미만으로 국제 빈곤선 아래에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도시 지역 인구의 건강 종합 지표를 나타내는 UHI(Urban Health Index) 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 (LMICs)의 57 개 도시를 비교하였는데, 다르에스살람 (Dar es

Salaam)은 0.34 점을 기록하여 57 개국 중 45위를 차지하였으며, 나이로비(케냐) 0.7점

으로 13위,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0.46점으로 32위, 캄팔라(우간다) 0.37점으로 42

위에 비교하였을 때 이는 동 아프리카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치였다.

(WHO, 2016)31) 실제로 Tanzania national census 따르면 탄자니아는 도시 지역이 농

촌 지역에 비해 기대 수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탄자니아 도시 지역의 기

대 수명은 은 56.8세로 탄자니아 전체 평균 수명인 50.9세 보다 높았으나. 2012년에는

도시 지역 기대 수명이 59.7세, 농촌지역의 기대 수명인 62.4세 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5세 미만 아동에게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실제로 2010년부터 5

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도시가 농촌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으로 5세 미만

남아 사망률이 도시에서는 1000명당 78.4 농촌에서는 1000명단 71.8, 5세 미만 여아

사망률 도시에서는 1000명당 63.8 농촌에서는 1000명단 59.9 이었다. 탄자니아에서 관

찰 된 5 세 미만의 사망률에서의 시골 우위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Levira F and Todd G(2017)는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 탄자니

아의 4개의 국가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 질병, 진료 접근성에 따라 도시와 농

촌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였다. 첫째, 영양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5세 미만 아동 중

과제충 또는 비만인 아동의 비율이 도시에서 5.8 %, 농촌 4.9 %로 도시에서 약간 높

았다. 둘째, 질병 측면에서는 설사가 도시 18%, 농촌 14%로 도시 지역 아동의 설사

비율이 높았으며, 헤모글로빈(hemoglobin) 수치가 낮은 아동 또한 도시 지역에서 더

31) WHO는 도시 지역 인구의 표준화된 건강 종합 지표를 구축 및 제공하기 위해 UHI (Urban

Health Index)를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LMICs)의 57 개 도시를 비교하였다. 물 및 위생 시

설 이용, 고체 연료 사용, 여성 교육, 여성의 HIV에 대한 지식 및 아동 의료 서비스 적용 범

위 등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지표들의 합은 0에서 1 사이의 점수를 얻었으며, 1이 가장

높은 점수이다. (WH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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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AIDS) 유병률은 도시 지역이 7.2%, 시골 지역이 4.3%

로 도시 지역이 높았으며, 기대 수명은 도시 지역이 60세, 농촌 지역은 62세로 농촌

지역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료접근성 측면은 예방 접종 비율, 산전관리 방

문 횟수, 의료기관에서 출산 비율 등을 반영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 아동 예방 접

종 비율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농촌이 도시 비역보다 더 높았으며 (도시 69 %

대 농촌 85 %), BCG 예방 접종 비율은 비슷했지만 소아마비 (도시 84 %, 농촌 97

%), DPT (도시 81 %, 농촌 90 %), 홍역 (도시 80 % 대 농촌 94 %) 예방 접종 비율

은 모두 농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관리 방문 횟수와 의료 시설에서의 분

만 비율(의료시설 분만 비율은 도시 82%, 농촌 42%로 도시에서 약 2배 높음)은 도시

지역에서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성 사망률이 도시 지역에서 더 높았다. 이는 도

시 지역의 의료시설의 질에 대한 문제로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은 최하위(Poorest)인 경우에 비해 하위(Poor)인 경우 사망 오

즈비가 1.36배(OR=1.36, 95%, CI 1.008-1.845), 상위(Rich)인 경우 1.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OR=1.49, 95%, CI 1.040-2.218), 32)이 또한 많은 연구에서 소득 수준이 높

을수록 건강 수준이 높다고 밝혀진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는 대비된다. 현재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하위(Poor)와 상위(Rich) 이외에도 최하위

(Poorest)보다 33)높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아동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도시화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작용하는 가능성을 조심스

럽게 추측해본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본 연구 결과에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아동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 7>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

을수록 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소득 수

준이 높은 경우, 도시에서 거주 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고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곧 도시 건강 문제에 노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추측

하나, 이에 대한 결과는 추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Akinyemi JO, Chisumpa VH and Odimegwu CO, 2016; Dendup T, Zhao Y and Dema D,

2018

33) 중위(Middle): OR=1.26, 95%, CI 0.912-1.749

    최상위(Richest): OR=1.55, 95%, CI 0.82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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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계획 프로그램, 즉 피임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한 피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산모의 건강 뿐만 아니라 아동

사망 확률을 줄이는데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피임을 하

지 않는 여성의 자녀에게서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전체 응

답자 중 36% 만이 피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십 년 간 생식 보건 분야의

많은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의 80%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점

을 고려할 때, 농촌 지역에서의 피임률을 높이는 정책이 좀 더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edgh G 등(2016) 은 2005 년과 2014 년 사이에 52 개의 개발도

상국 인구 통계 및 건강 조사(Demographic Health Survey, DHS)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 여성이 임신을 피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피임에 대한 충족이 부족한 여성들은 피임을 알지 못하

거나, 공급원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답하는 경우보다는 여

성의 26 %는 피임 부작용과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임 서비스

를 제공할 때는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파악 한 후

에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 진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피임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도시에서 많은 여성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피임 부작용과 건강 위험 때문이라면, 다양한 피

임 방법에 대한 안내와 많은 출산 횟수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일 것 이다. 반면 농촌에서는 피임 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공급처가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이 많다면, 피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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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교육과 보급 중심이 우선시 돼야 할 것 이다. 또한 가족 계획에 대한 홍

보 및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

사나 간호사로부터 가족 계획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들은 적이

있다 라고 답한 경우는 72%였다. 반면 지역보건의료인(community health worker)로

부터 같은 질문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라고 답한 경우는 20%에 불과하였으며,

80%가 들은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인(community health

worker)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가족 계획에 대한 적절히 홍보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이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 사망 위험이 현저한 격차를 보였는데, 특히 또한 도도

마, 다르에스살람과 아동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살

펴본 바와 같이 탄자니아는 산업화 수준이 극히 낮으면서도 급속한 속도의 도시화를

겪으며 각종 환경오염과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슬럼지역 인구 비중이 높아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다르 에스 살람 (Dar es Salaam)의 비공식적 인 정착촌은 주거계획

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슬럼가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인구가 66.4%로 추정된다. 따

라서 도시에서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환경과 관련된 타 부처와의 연

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아동 접종 비율이 농촌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

은 것으로( 도시 69% / 농촌 85%) 확인됨에 되었다. 예방 접종은 공중 보건의 기본

이며, 어린이 예방접종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보건 정책 중 하나이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 접종 예방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또

는 지역 예방접종사업 등을 통해 예방 접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셋째,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의료인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도시 지역의 평균 산전 관리 방문 횟수가 더 높고 의료 시설을 이용하

는데 거리상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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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더 높았다. 물론 본 응답 결과는 기억으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주관적 응답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촌 지

역에 비해 도시 지역의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전문 의료 인력 수가 비

교적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농촌 지역

의 물리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의료 질 개

선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의료인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한 양질의 의료 제공이 이

루어져 한다.

이처럼 아동은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측면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협

력을 통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전략이 함께 동

반되귀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의지와 접근이 중요 할 것이다.



- 63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5년 이내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시점을 기준으

로 5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출생 정보에 대한 후향적 응답 방식으로 설문 조사 결과

를 이용하여 회상 비뚤림(Recall bias) 또는 왜곡된 보고의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여성의 삶

에서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으며,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할 경우 5

년 내의정보는 신뢰할 만하다고 나타났다.(Statistics and MEASURE/DHS+,2007)

둘째,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dat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과 관계

가 다소 불명확 할 수 있다. 설문 시점에서 응답한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 거주지

역, 환경적 요인(식수 원천, 위생 시설 유형, 가정 전기 사용 여부) 등과 같은 변수들

은 아동의 생존 및 사망 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로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

소 불명확 할 수 있다. 향후 아동 건강상태와 관련 요인들과의 인과적 관계 규명을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기존 탄자니아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연구된 아동의 영양 상태, 예방 백신 접종 여부, 산모의 숙련된 의료인에 의한 분

만 여부, 산후 관리 횟수 등을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SDG에 아동 건강과 관련한 주

요 보건의료 지표에는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뿐만 아니라 신생아 사망률 또한 포함되

어 있어,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신생아 사

망 수가 적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되지 않은 요인 등을 포함하여 보완을 통

해 추가적인 연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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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아동은 지켜줘야 할 대상이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석으로써 아동 건강 문제

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 동안 탄자니아 아동 건강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비교적 제한된 요인,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공통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요인으로 제시한 인구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

나, 소득 수준, 어머니의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일반 적인 수준에서 연구되어 포괄적인

보건의료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TDHS 2015-16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아동 생존

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된 Mosely-Chen(1984) 모델을 적용

하여 탄자니아 5세 미만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특성에 따라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아동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아동 성별, 현재 피임

도구 사용 여부, 거주 지역, 소득 수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성별이 남아 인

경우,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 인 경우 아동 사망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거주 지역 유형이 도시인 경우 농촌에 비해 사망 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도도마, 다르에스살람, 기타지역, 잔지바르 순으로 아동 사망 확률이 높았다. 소득 수

준은 상위(Rich)인 경우 최하위(Poorest)인 경우에 비해 사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을 것으로 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도시가 농촌이 도시보다 기대수명이 더 높았으며, 아동 사망률과 산모사망률 또

한 도시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됨

에 따라 개발 또는 빈곤해소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각종 환경오염과 높은 슬럼지역 인

구 비중 등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 건강 증진 개선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임 교육 및 홍보 활동



- 65 -

강화 등을 통해 인식 개선 및 접근성을 높이고 피임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도도마, 다르에스살람 등 도시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건강관리체계의 강화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전략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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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프리카 국가별 ODA 수원 현황

<아프리카 국가별 ODA 수원 현황(197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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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아프리카 최대 5 개 수혜 국가에 대한 ODA 각 국가 별 총 ODA 비율>

<2012년 아프리카 최대 10개 수혜 국가의 보건 의료 분야 ODA 지원 현황>

출처: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2. AFRICA,

201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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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under five child

mortality in Tanzania

Ju Young S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 Yoon Kim, M.D., Ph.D.)

Background: As an important market for health equity and access, under-five

mortality is a primary measure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Tanzania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reducing child mortality over the last two decades.

However the under-5 mortality rate in Tanzania is still higher that the under-5

mortality rates of several low-and middle income countries(LMIC).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rtality risk

factors among under-five children in Tanzania and recommend the potential policy

interventions to reduce under-five mortality improve children's health.

Method: The most recent dataset of the Tanzania National Health Survey(TDHS)

2015-16 was used in this study. All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AS version 9.4. Analyses were conducted on 10,064 children. The outcome

variable is child survival status(alive or dead). Logistic regresiion models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determinants of under-five mortality. The fit of the

model was checked using Variance Inflation Factor and Hosmer -Leme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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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 of fit test. A p-value<0.05 was used to declare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 Sex of child, Mother’s age at birth, Current contraceptive method, Place of

residence, Region, Wealth index wer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under-five

mortality. A male child was significantly higher the odds of under-5

mortality(OR=1.34, 95%, CI 1.098-1.625). And The under-5 mortality was higher in

children born to mothers aged <20 years when compared to that in children born

to mothers aged >=20 years and <35 years(OR=0.58, 95%, CI 0.422-0.786) The

likelihood of under-five mortality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children

born in the Dodoma(OR=2.48, 95%, CI 1.329-4.627) and Dar es salam(OR=2.08,

95%, CI 1.208-3.590) and those living in urban areas(OR=1.38, 95%, CI

1.098-1.625). The likelihood of under-five mortality was also higher among

children born in the wealth index of poor (OR-1.36, 95%, CI 1.008-1.845) and the

wealth index of rich (OR=1.38, 95%, CI 1.098-1.625) when compared to that in

children born in the wealth index of poorest.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critical risk factors for under-five mortality and

highlights the need for strengthening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interventions,

The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creased contraception coverage and

addressing regional disparities in child health could help inform health polic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imed at improving child survival. The present study also

serves as a basis for future studies in evaluating health policies.

Keywords: Child health, Under-five mortality, Determinants of Health,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ub-Saharan Africa(S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