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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MDGs 달성 목표 기한인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보건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MDG 4, 5, 6 중 모성건강증진 목표(MDG 5)는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추정 에티오피아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13번째로 높고, 모성사망비는 3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출산 도움을 받거나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의 15세에서 49세 사이 가임기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내 지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내 지위가 

산전진찰과 출산도움을 포함하는 모성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DHS 2011 자료를 활용하여,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중 최근 5년 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7,90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높을수록 

모성건강관리 수준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모성건강관리는 산전진찰과 

출산도움 이용이라는 두 변수로 측정하였다. 여성의 가정 내 지위는 

의사결정 참여,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분석, 카이제곱 검정,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 간에 

독립적이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수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간 비교를 통해 개인변수와 지역변수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세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47.9%, 최근 12개월 내에 일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현금 수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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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경우는 26.8%로 나타났다.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는 다섯 가지 상황 모두 구타가 정당화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28.5%로 가장 많았다. 모성건강관리 수준으로는 

전문인력으로부터 산전진찰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33.8%, 출산 도움을 

받은 경우가 11.8%로 나타났다. 

다수준 분석 결과, 가정 내 의사결정참여가 높을수록, 경제적 독립성을 

지닐수록, 아내 구타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산전진찰을 유의하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서비스 이용에는 구타에 대한 태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출산도움 

이용 여부 역시 세 가지 변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숙련된 의료인에게 산전진찰을 

받는지의 여부는 여성과 남편의 교육 수준, 출산한 아이의 수, 경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출산 서비스 이용은 연령, 

여성과 남편의 교육 수준, 종교, 출산한 아이의 수, 경제 수준, 거리 

부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종교와 거리부담이 출산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산전진찰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준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 부담과 비용 부담 중, 거리 부담과 

달리 비용 부담에 따른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아디스아바바와 

다른 여러 주 간의 모성건강서비스 이용 수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이 도시에 비해 이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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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달리 다수준 분석 결과에서는 산전진찰 이용에 

종교와 거리 부담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서비스 이용에 

의사결정력, 경제적 독립성, 종교(개신교)가 유의하지 않고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성사망 4분의 3 감소라는 MDG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 여성의 지위가 낮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모성건강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의료 시설 및 숙련된 의료 

인력 보급 정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 증대(MDG 2), 

여성의 역량 강화(MDG 3)를 위해 동반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여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모성건강결과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초등교육의 확대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비용 부담 

요인이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용 지원에서 더 나아가 거리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료 시설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설 차원의 시스템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가정 단위의 접근을 통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1 DHS 자료를 활용하여 

에티오피아 여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수준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을 통해 여성 지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나아가 가정 

내 여성의 자율성을 측정하여 여성의 지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를 아프리카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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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시한 점이다. 에티오피아 여성의 자율성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가 2005 EDHS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2011 EDHS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비교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주요어: 모성건강, 의료이용, 여성의 지위, 개발도상국, 에티오피아 

학  번: 2012-2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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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를 맞아, 2000년 9월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새천년총회에서는 개발을 가로막는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기간 및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새천년 

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 

평등 그리고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듬해 제 56차 UN총회에서는 개발 

관련 8개 목표를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로 설정하고 MDGs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절대빈곤과 기아퇴치(MDG 1),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MDG 2),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MDG 3), 영유아 사망률 

감소(MDG 4), 산모건강 증진(MDG 5), HIV/AIDS와 말라리아를 비롯한 

질병 퇴치(MDG 6),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MDG 7) 그리고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MDG 8)이라는 8가지 목표를 내용으로 한다. 

MDGs 달성 목표 기한인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각 목표 

달성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 UN의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3에 따르면, 일부 목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되었거나 목표 

기한 내에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보건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MDG 4, 5, 6 중 MDG 4, 5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달성되었거나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평가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빈곤층의 규모와 비율이 감소하여,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빈곤율(Global Poverty Rate)이 1990년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report-2013/mdg-report-2013-english.pdf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report-2013/mdg-report-2013-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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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에서 2010년 22%로 감소함으로써, 5년 앞당겨 첫 번째 목표(MDG 

1)를 달성하였다. 둘째, 개량된 식수 접근이 어려운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MDG 7)가 이미 2010년에 달성되었고, 2억 명 이상의 

빈민지역 거주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어 목표(MDG 7)가 이미 초과 

달성되었다. 셋째, 남녀 간 초등교육 기회의 성 평등 목표가 달성되어 

MDG 3의 일부가 달성되었고,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MDG 

2)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보건 문제와 관련된 영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건강 증진, 

HIV/AIDS와 말라리아를 비롯한 질병 퇴치라는 MDG 4, 5, 6 중 질병 

퇴치 목표를 제외한 두 목표는 2015년이라는 기한 내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발병률의 

증가를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MDG 6)는 현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한 내에 달성될 것으로 평가된다. 영아 및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87명에서 2011년 51명으로 4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를 감소한다는 목표(MDG 4)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소폭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영유아 사망률을 보였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1990-2000년 기간의 영유아 사망률 감소율이 1.2%였던 것에 

비해 2000-2010년 기간에는 2.4%로 사망률이 2배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UN 2012).  

이에 반해 산모건강 증진이라는 목표(MDG 5)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산모건강 증진은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 MMR)를 

2015년까지 4분의 3으로 줄이고 출산관련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성사망비는 1990년 출산 100,000건 당 

400명에서 2010년 210명으로 47% 감소하였다. 산모 사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34만 2천 9백 건이 발생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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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0% 이상이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6개 국가에 기인한 것이다(Magadi, 

Madise et al. 2000, Bloom, Wypij et al. 2001,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Hogan, Foreman et al. 2010).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만 7천 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24만 5천 건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56%)와 동남아시아(29%)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 세계 산모 사망의 85%에 해당한다(WHO 2012). 개발도상국의 

모성사망비(출산 10만 건 당 240)는 선진국(출산 10만 건 당 16)보다 

15배 이상 높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출산 10만 건 당 산모 

사망자 수가 500명에 달하는 등(UNICEF 2012)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WHO의 추정에 의하면, 모성사망 위험의 경우 선진국은 2,800명 

당 1명인 것에 반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16명당 1명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모성건강관리의 접근에 문제로 

인한 것이다(UNICEF 2012). 

모성사망은 임신 및 출산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고,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모성사망비 역시 높아진다. 2013년 추정 기준 

에티오피아의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5.31명으로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높고, 모성사망비는 1990년에 100,000건의 출산 당 950명, 

2000년에 700명, 2010년에 35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3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출산 도움을 받거나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WHO 

2013). 

한편, 제왕절개술 시행 비율은 산과적 응급치료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012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 비율은 

36.9%(통계청 2014)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Souza, Gülmezoglu et al. 2010). 선진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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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제왕절개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Villar, Carroli et al. 

2007),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5% 이하 비율로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으며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4개 국가에서는 1%이하로 시행되고 

있다(Bhutta, Chopra et al. 2010, Cavallaro, Cresswell et al. 2013). 

제왕절개술 시행 비율 5%가 의료 인력과 시스템 문제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에티오피아에서의 MDG 5 

관련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최소 

4회의 산전진찰을 권장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임신기간 중 

4회 이상의 산전관리를 받는 산모는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산전관리를 받는 비율이 1990년 52%에 비해 

2011년에 오히려 49%로 감소하였다. 숙련된 의료인의 도움 하에 

이루어지는 출산은 전체 개발도상국 기준 1990년 55%에서 2011년 

66%로 증가했으나, 가장 높은 모성사망비를 나타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숙련된 의료인의 도움 하에 이루어지는 출산은 50% 

이하로 격차가 큰 편이다(WHO 2013).  

개발도상국의 건강 결과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Travis, Bennett et al. 

2004).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방해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전략을 세워 예방 가능한 모성사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도상국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 역량 측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Elo 1992, McCaw-Binns, La Grenade et al. 

1995, Miles-Doan and Brewster 1998, Celik and Hotchki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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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Glei, Goldman et al. 2003, 

Mekonnen and Mekonnen 2003, Ciceklioglu, Soyer et al. 2005, Gage 

2007, Sharma, Sawangdee et al. 2007, Babalola and Fatusi 2009, 

Bashar, Student et al. 2012). 여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서비스 만족도, 자율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Simkhada, Teijlingen et al. 

2008).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지위와 자율성을 살펴본 연구(Bloom, Wypij et al. 2001, 

Adamu and Salihu 2002,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Mumtaz and 

Salway 2005, Furuta and Salway 2006, Fotso, Ezeh et al. 2009, 

Ahmed, Creanga et al. 2010, Woldemicael 2010, Woldemicael and 

Tenkorang 2010)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여성 지위와 자율성을 중심으로 연구 모델을 구성하여 

지위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즉 자율성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사결정참여,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라는 세 

가지 변수로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숙련된 

의료인에게 산전진찰 및 출산도움을 받는 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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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의 15세에서 49세 사이 가임기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내 지위를 파악하고, 개인적 차원(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내 지위)과 지역적 차원에서 산전진찰과 출산도움을 

포함하는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중, 조사 시점 

기준 5년 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위치에 따른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가정 내 지위에 따른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을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위치 및 가정 내 지위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7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모성건강관리와 모성사망 

 

WHO는 국제 통계 분류(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에서 모성사망(maternal 

death) 1 을 “임신기간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하는 산모의 

사망을 말하는데, 이때 임신이란 그 기간 및 부위와 상관이 없고, 

사망이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신 또는 임신의 관리와 관련 

있거나 그로 인해 악화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모성사망의 주된 원인은 출혈(haemorrhage), 고혈압성 장애 

(hypertensive disorders), 감염(infections)로 알려져 있다(Khan, 

Wojdyla et al. 2006). 특히 출혈은 조산사와 의사의 도움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모성사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Loudon 1992). 즉, 출산 과정 혹은 출산 직후에 

산모가 출혈로 사망할지 여부는 시기 적절하고도 능숙한 산과적 치료의 

접근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onsmans and Graham 2006). 

산모가 숙련된 의료인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모성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지연은 모성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망이 없는 상태(moribund 

state)에서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는 의료 전달 체계 문제와 의료 접근성 

자체의 문제로 논의가 가능하다(Ronsmans and Graham 2006). 의료 

전달 체계와 의료 접근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2차 지연이라 하며, 이는 

                                           

1The death of a woman while pregnant or within 42 days of termination of 

pregnancy, irrespective of the duration and site of the pregnancy, from any 

cause related to or aggravated by the pregnancy or its management but not 

from accidental or incidental causes (WH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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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1차 지연 2의 단계에서는 거리와 비용 문제가 의료 접근의 주요 

방해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모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린다 하더라도 의료 시설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모성사망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Thaddeus and Maine 1994). 

1999년 WHO는 UNFPA, UNICEF, World Bank와의 합동성명을 통해 

모든 여성과 신생아가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산전부터 출산직후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WHO 

1999). 여기서 숙련된 의료인(skilled attendant)이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 전문인을 말하며, 이들은 정상 임신을 관리하는 데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발생한 문제 역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WHO 2004). 임신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최상의 건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continuum of care)가 보장되어야 한다. 연속성은 자가 

건강관리 및 예방이 가능한 여성의 집에서부터 1차, 2차, 3차 의료시설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숙련된 의료인은 이러한 연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핵심에 있다(WHO 2004).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산사(midwives)를 포함한 숙련된 의료 

인력과 현대적 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1992년 

WHO, UN, UNICEF(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FPA(the 

United Nations Population)는 모든 여성과 아동의 의료 이용이 가능할 

                                           

2  1차 지연(Phase Ⅰ delay)는 개인, 가족 차원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2차 지연(Phase Ⅱ delay)는 적절한 의료시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3차 지연(Phase Ⅲ delay)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의료전달체계(referral system), 의료인의 

숙련도 등이 있다. 이를 Three-delay model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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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전통 산파(Traditional Birth Attendants, TBAs)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전통 산파란 본인의 출산 경험이나 다른 산파에게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출산 과정에서 산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가족 산파(family TBA)는 가족의 출산과정에 

참여하며, 훈련된 산파(trained TBA)는 출산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짧은 훈련을 받은 산파를 의미한다(WHO, 1992). 

 

 

제 2 절 모성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요인  

 

의료 서비스 이용은 “inverse care law(Tudor Hart 1971)”라고 불리는 

특성이 나타난다. 즉, 의료 서비스 필요 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필요 수준이 낮은 선진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충족이 더욱 높게 

나타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미충족 필요(unmet need)”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의료 이용 소외 계층까지 보건의료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다(Gwatkin, 

Bhuiya et al. 2004). 

개발도상국의 모성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국가 

간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Say and Raine 2007). 우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서비스 이용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Celik and Hotchkiss 2000, 

Magadi, Madise et al. 2000,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Ronsmans, Etard et al. 2003, Bartlett, Mawji et al. 2005, Koblinsky, 

Anwar et al. 2008, Zere, Oluwole et al. 2011).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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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모성사망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수도 

Kabul의 모성사망비가 100,000건 당 418명인 것에 비해 Ragh라는 

외곽지역은 100,000건 당 6,507건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Bartlett, 

Mawji et al. 2005). 거주 지역 외에도 여성과 남편의 교육 

수준(McCaw-Binns, La Grenade et al. 1995, Miles-Doan and 

Brewster 1998,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Glei, Goldman 

et al. 2003, Mekonnen and Mekonnen 2003,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Ciceklioglu, Soyer et al. 2005, Gage 2007, Sharma, Sawangdee 

et al. 2007, Babalola and Fatusi 2009, Zere, Oluwole et al. 2011, 

Kamal, Hassan et al. 2013), 가정의 경제 수준(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Koblinsky, 

Anwar et al. 2008, Babalola and Fatusi 2009, Kamal, Hassan et al. 

2013), 종교(Adamu and Salihu 2002,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Mekonnen and Mekonnen 2003, Kamal, Hassan et al. 2013) 

등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Zere, Oluwole et al. 2011). 개발도상국 

여성의 의료 이용을 가로막는 여러 사회적 요인에 중에서도 문화적 

요인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특히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진다. 여성의 지위 측면에서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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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여성의 지위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교육 수준과 고용 상태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Hogan, Berhanu et al. 1999, Celik and Hotchkiss 2000). 

고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으며(Tsui, Wasserheit et 

al. 1997), 그 결과 여성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Hogan, Berhanu et al. 1999). 교육 등 여성 역량 측면에서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을 높이려는 직접적인 

시도가 있었다. 네팔에서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 및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이라는 중재를 통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을 높이려는 “안전모성보건프로그램(The Safe 

Motherhood Program)”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완료 이후 산전, 출산, 

산후관리 등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Sharma, Sawangdee et al. 2007). 

교육 및 고용수준 등의 여성 지위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여성의 

자율성이 개발도상국의 모성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여성의 지위가 생식 및 인구보건 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개념은 아직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Woldemicael and Tenkorang 2010). 여성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의 자율성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각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과거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율성을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여성 스스로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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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는 능력(Mason 1985, Bloom, Wypij et al. 2001, Jejeebhoy 

and Sathar 2001)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경제적 독립성(control over finances), 의사결정력(decision-

making power),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가 있다(Bloom, 

Wypij et al. 2001). 다른 연구(Basu 1992)에서도 같은 정의를 적용하여, 

타인의 허락 없이 의료시설이나 시장에 갈 수 있는 능력 또는 피임법이나 

가정용품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성을 측정하였다. 

여성의 의사결정력(decision-making power)은 여성의 역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기혼 여성의 의사결정력이 

산후진찰 등 예방적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에서는 

가정용품을 구입할 것인지,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픈 가족을 

위해 약을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산모가 매우 아플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를 통해 여성의 

의사결정력을 측정하였다(Becker, Fonseca-Becker et al. 2006). 

여성의 자율성은 이동의 자유, 수입에 대한 재량권, 의사결정력뿐만 

아니라 구타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Jejeebhoy and Sathar 2001). 폭력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Campbell 2002). 

가정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란 배우자가 신체적, 성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성적 가해 행위는 성관계 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콘돔 사용 거부, 피임 거부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Diop-Sidibe, Campbell et al. 2006). 성적 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측정은 개발도상국의 성병과 HIV/AIDS 감염, 원치 않은 임신 

등 모성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구타는 모성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구타가 여성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집트에서는 구타의 빈도가 높을수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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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법이 사용되지 않고,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 여성은 구타를 당한 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전문 의료인에게 산전진찰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iop-Sidibe, Campbell et al. 2006). 

의사결정력, 경제적 재량권, 구타에 대한 자율성 등을 통해 측정한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즉 여성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Adamu and Salihu 2002,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Mumtaz and Salway 2005, Furuta and 

Salway 2006, Fotso, Ezeh et al. 2009, Ahmed, Creanga et al. 2010). 

교육과 고용 등을 통해 측정한 여성의 지위가 아니라, 일상 생활 속 

관계에서 발휘되는 여성 자율성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제 4 절 에티오피아 여성의 지위와 보건 현황 

 

에티오피아는 2012년 기준 인구가 9,172만 명으로(World Bank 20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약 83%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GDP 성장률이 10.6%로 나타나 다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5.2%)에 비해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World Bank 2012), 

1인당 GDP가 392달러로 최빈국에 속한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에 

지역 중심 일차의료 프로그램(Health Extension Program, HEP)을 

실시했다. HEP를 통해 케벨레(kebele) 3 라는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3 에티오피아는 행정 구역 체계는 9개의 주(Region), 80개의 존(Zone), 551개

의 보레다(Wereda), 약 1만 2천 개의 케벨레(kebele)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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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Health Post)를 설치하고 건강관리요원(Health Extension 

Workers)를 교육하여 파견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1년 에티오피아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000곳의 케벨레에 최소 

한 곳의 보건소를 설치하고 최소 두 명의 HEWs를 파견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목표를 달성했다. 실제로, EDHS 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11년 사이에 피임사용비율, 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필요(unmet 

need), 산전진찰 보장성, 숙련된 의료인의 출산 도움, 의료시설 분만 등의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HEP는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차의료 확대의 성공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건강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성사망의 

4분의 3을 감소시켜 MDG 5를 달성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에티오피아의 출산율(5.31명)은 세계 13위, 모성사망비는(100,000건 당 

350명) 30위 수준(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3)이고, 숙련된 

의료인에게 출산 도움을 받거나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준(WHO 2013)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대표 수원국에 해당한다. 모성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가부장적 문화와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여성할례(Female Genital Cutting, 

FGC), 조혼, 강간과 같은 가정폭력, 부인 상속(wife inheritance) 등의 

전통적 악습(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HTPs)이 남아 있다. 할례를 

받은 여성은 출산 후에 치명적인 출혈 위험이 높고 할례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도구 사용으로 인해 질병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여성 74% 이상이 여전히 할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Pathfinder International 2006). 이러한 관습은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이 정숙하지 못하며 할례가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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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관습 때문이다(Wilder, Alemu et al. 2007). 그리고 조혼은 

10대 임신으로 이어져 여성의 교육 여건을 제약하고 모성사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암하라(Amhara)주는 에티오피아에서 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48%의 여성이 15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Pathfinder 

International 2006). EDHS 2011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초혼 연령의 

중간값(median age)이 16.5세로 나타나, 남성 초혼 연령 중간값인 

23.1세와 차이가 크다. 부인 상속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polygyny)의 

관습도 남아 있는데, 5.5%의 남성이 2명 이상의 부인과 살고 있으며, 45-

49세 남성의 경우 10.2%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이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은 상황에서는 여성이 모성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에티오피아 여성의 자율성을 여러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Mekonnen and Mekonnen 2003),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즉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최근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Woldemicael and Tenkorang 2010).  

 

  



 

 

16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EDHS(Ethiop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자료를 활용하였다. DHS는 전 세계 인구 보건 조사 

프로젝트로서, 2014년 현재까지 90여 개국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2000년, 2005년, 2011년 총 3회 

조사가 실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1 EDHS를 

활용하였다.  

EDHS의 주 목적은 출산력, 가족계획, 영유아 및 모성 사망, 영양, 

HIV/AIDS 지식 등 인구 보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에티오피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감독 하에 통계작성기관(Ethiopian Central Statistical Agency, CSA)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가구 설문지, 여성 설문지, 남성 설문지 총 3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여성 설문지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티오피아는 9개의 주(Region), 80개의 존(Zone), 551개의 

보레다(Wereda), 약 1만 2천 개의 케벨레(kebele)로 구성되어 있다. 

EDHS 자료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행정단위 kebele를 조사구(EAs, 

census enumeration areas)로 나누었고, 9개의 주와 2개의 도시를 

포함하는 11개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층화 2단 집락 

추출(stratified two-stage cluster design)을 통해 표본이 추출되었다. 

도시 지역 187개, 농촌 지역 437개 총 624개의 EAs가 1단계 표본 

단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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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구가 두 번째 단계의 표본 단위를 구성한다. 가구목록은 

2010년 9월부터 약 4개월 간 작성이 이루어져 총 17,817 가구가 

표본으로 추출되었고, 17,018 가구가 조사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었다. 이 

중 16,702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가구 응답률은 98%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실시한 가구에서 17,385명의 여성이 설문조사 

대상이었고, 이 중 16,515명이 조사에 응하여, 응답률은 9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비례하지 않는 표본 할당을 감안하여, 표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16,515명 중 최근 5년 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7,908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2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모성건강 서비스(maternal 

health care)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은 산전진찰(skilled antenatal care)과 출산도움(skilled delivery 

care) 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여성의 가정 내 

지위는 의사결정참여,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여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변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개인수준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출산한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경제적 및 지리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거주지역(도시/농촌)과 

주(Region)를 지역수준 변수로 포함했다.  



 

 

18 

 

EDHS 자료는 여성이라는 하위수준(individual level)이 가정이라는 

상위수준(household level)에 속해 있는 위계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하위수준에서 

개인변수만으로 분석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위수준에서 지역변수를 

활용하여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 모델을 구성하였다. 여성의 지위가 높을수록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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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여성의 가정 내 지위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의 지위 수준은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 정도, 경제적 독립수준,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로 선정하였다(표 1). 

NDHS를 활용하여 네팔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Furuta and Salway 2006)에서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의사결정 참여, 경제적 독립성, 가족계획 관련 남편과의 논의로 

측정하였다. EDHS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NDHS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인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를 추가하고 가족계획 관련 논의는 

제외하였다.  

우선 가정 내 의사결정은 자신의 의료이용(own health care), 가정 내 

큰 지출(large household purchases), 가족 및 친척 방문(visits to 

family or relatives)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여성 스스로 혹은 여성과 

남편(파트너)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응답한 경우에 여성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응답 개수를 측정하였다. 경제적 

독립수준은 지난 12개월 간 일한 경험과 현금 수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묻는 두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1년 간 일한 경험이 

있고, 현금 수입이 있으며, 그 수입에 대한 지출 의사결정을 여성 스스로 

혹은 여성과 남편(파트너)가 함께 내리는 경우에 경제적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는 자유로운 외출 가능 여부, 자녀 

양육 자율성, 남편과의 대화 형평성, 성관계 거부 가능 여부, 음식 조리 

과정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남편의 구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문항의 개수를 측정하고, 그 개수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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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지위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의사결정 개수와 

구타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수가 0인 경우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기준(reference)으로 설정하였다. 

 

(2)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모성건강 서비스(maternal health care) 이용은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산전진찰(antenatal care)과 출산도움(delivery care)을 받았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표 1). 본 연구에서는 회상으로 인한 오류(Recall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산 기록을 활용하지 않고 5년간의 출생 

기록(Birth history)중 가장 최근(First entry) 출산 기록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WHO의 권고(2004)에 따라 의사(Doctor), 간호사(Nurse), 

조산사(Midwife)는 숙련된 의료인(Skilled health personnel)으로 

구분하였고, 건강관리요원(Health Extension Workers, HEWs), 일반 

의료인(Other health personnel), 전통 산파(Traditional Birth Attendant, 

TBA), 지역보건요원(Volunteer Community Health Worker, VCHW) 

등은 숙련된 의료인에서 제외하였다. 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 한 명 

이상에게 산전진찰과 출산도움을 받은 경우를 모성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기타 설명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종교,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의료시설 접근의 지리적(거리)/경제적(비용) 어려움으로 

설정하였다(표 1). 연령은 5세 단위로 분류하였고, 거주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여성 응답자와 남편의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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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종교에 따른 의료 이용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교회,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등으로 구분하였다.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는 1명, 2-3명, 4-5명, 6명 이상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빈곤층, 빈곤층, 중산층, 상위층, 

최상위층으로 구분하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리와 비용이 큰 문제(Big problem)라고 한 경우 접근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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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 

Variables Measurement Remarks 

1. Independent Variables     

Decision making   

Person who decides on 

respondent’s healthcare 

1: Respondent alone 

2: Respondent & husband 

3: Husband alone 

4: Someone else 

5: Other 

1,2: Including 

women 

3,4,5: Excluding 

women 

Person who decides on large 

household purchases 

same as above same as above 

Person who decides on visits to 

family or relatives 

same as above same as above 

Economic independency   

Whether the respondent worked in 

the last 12 months 

0: No 

1: In the past year 

2: Currently working 

3: Have a job, but on leave 

last 7 days 

0: No 

1,2,3: Yes 

The person who decides how the 

money earned by the respondent is 

used 

1: Respondent alone 

2: Respondent & husband 

4: Husband alone 

5: Someone else 

1,2: Including 

women 

4,5: Exclud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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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toward wife's beating   

Justified when wife goes out 

without telling him 

0: No 

1: Yes 

8: Don't know 

 

Justified when wife neglects the 

children 

same as above  

Justified when wife argues with 

him 

same as above  

Justified when wife refuses to 

have sex with him 

same as above  

Justified when wife burns the food same as above  

2. Dependent Variables     

Received antenatal care A: doctor B: nurse/midwife A~B: Skilled 

 
C: HEW C~N: Unskilled 

 
D: other health personnel  

 

G: trained traditional birth 

attendant   

 

 

H: untrained traditional birth 

attendant 

 

 
I: VCHW   K: other  

 
N: no one  

Received delivery care same as above same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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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rol Variables     

Age  1: 15-19 

  2: 20-24 

  3: 25-39 

  4: 30-34 

  5: 35-39 

  6: 40-44 

  7: 45-49 

Residence 1: Urban / 2: Rural  

Education level 1: No education  

 2: Primary  

 3: Secondary  

 4: Higher  

Husband's education level same as above  

Religion 1: Orthodox  4: Muslim  

 2: Catholic    5: 

Traditional  

 

 3: Protestant  96: Other   

No. of children ever born 

 

1: 1 

2: 2-3 

3: 4-5 

4: more than 6 

Wealth index 1: Poorest   4: Richest 

2: Poorer    5: Richest 

3: Middle  

 

Geographic accessibility of care 1: Big problem  

 2: Not a big problem  

Economic accessibility of care same as above  

Region 1: Tigray 
 

 
2: Affar 

 

 
3: Amhara 

 

 
4: Orom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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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mali 

 

 
6: Benishangul-Gumuz 

 

 
7: SNNP 

 

 
12: Gambela 

 

 
13: Harari 

 

 
14: Addis Ababa 

 
  15: Dire D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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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1.0과 HLM 7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전진찰과 출산도움 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 지위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위치 및 지위에 

따른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지역적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 모형(Multi-level analysis, 

Hierarchical Logit Model)을 구성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데이터가 상위 

집단에 속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위 집단 내부의 상관성을 통제함으로써, 

데이터 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단층적 회귀분석의 한계를 극복한다 

(Raudenbush and Bryk 2002). 개인수준 모델(individual-level model, 

level 1)은 베르누이 이항분포(Bernoulli distribution)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log[Pij/(1 - Pij)] = ηij 

ηij  = β0j  + β1j*(Decision Making Powerij) + β2j*(Economic Independencyij)  

+ β3j*(Attitude toward Beatingij) + β4j*(Ageij) + β5j*(Educationij) + … 

+ βkj*(X ij) + γ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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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에서 지역수준 변수를 얻은 가구수준 모델(household-

level model, level 2)은 β0j  = γ00  + γ01*(Residencej) + γ02*(Regionj) + u0j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단층적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수준 회귀분석 모두를 

실시하여 두 결과 간의 차이도 서술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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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인 총 7,908명을 선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 내 지위,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각각 표 2, 표3,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2,383명(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24세

(20.3%), 30-34세(18.8%), 35-39세(15.7%), 40-44세(7.2%), 15-

19세(5.1%) 순이었고, 45-49세가 216명(2.7%)으로 가장 적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이 6,720명(85%), 도시 지역이 1,188명(15%)로 

농촌 지역 거주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Oromiya주에 39.4%, Amhara

주에 25.2%, SNNPR(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에 20.7%가 거주하고 수도 Addis Ababa에는 2.4%만이 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No education) 

경우가 5,270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교육(Primary)까지 이수

한 경우가 2,270명(28.7%), 중등교육(Secondary)까지 받은 경우가 226

명(2.9%), 고등교육(Higher)을 받은 경우가 142명(1.8%)이었다. 종교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3,327명(4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 2,563명(32.4%), 개신교 1,763명(22.3%) 순이었다. 평생 출산

한 아이의 수는 2-3명인 경우가 2,462명(3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6명 이상 2,233명(28.2%), 4-5명 1,814명(22.9%), 1명 1,399

명(17.7%)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5단계로 나누었을 때, 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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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est)이 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빈곤층(Poorer)이 21.5%, 

중산층(Middle)이 20.6%, 상위층(Richer)이 18.9%. 최상위층(Richest)

이 17.1% 순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No 

education)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초등교육(Primary)까지 이수

한 경우가 40.2%, 중등교육(Secondary)까지 받은 경우가 5.5%, 고등교

육(Higher)을 받은 경우가 3.8%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거리(distance to health facility) 등의 

지리적 요인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getting money needed for treatment)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가정에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큰 

문제(big problem)라고 답한 경우가 72.8%, 큰 문제가 아니라고(not a 

big problem) 답한 경우가 27.1%였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구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답한 경우는 71.7%,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경우는 

2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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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Age 15 - 19 402  5.1 

 
20 - 24 1,608  20.3 

 
25 - 29 2,383  30.1 

 
30 - 34 1,489  18.8 

 
35 - 39 1,239  15.7 

 
40 - 44 571  7.2 

 
45 - 49 216  2.7 

Residence Urban 1,188  15.0 

  Rural 6,720  85.0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5,270  66.6 

 
Primary 2,270  28.7 

 
Secondary 226  2.9 

 
Higher 142  1.8 

Religion Orthodox 3,327  42.1 

 
Catholic 80  1.0 

 
Protestant 1,763  22.3 

 
Muslim 2,563  32.4 

 
Traditional 82  1.0 

 
Other 87  1.1 

  missing 5  .1 

No. of children ever born 1 1,399  17.7 

 2-3 2,462  31.1 

 
4-5 1,814  22.9 

 
6 + 2,233  28.2 

Wealth index Poorest 1,739  22.0 

 
Poorer 1,696  21.5 

 
Middle 1,628  20.6 

 
Richer 1,493  18.9 

  Richest 1,35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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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band's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3,858  48.8 

 
Primary 3,183  40.2 

 
Secondary 434  5.5 

 
Higher 297  3.8 

 
Don't know 60  .8 

 
missing 76  1.0 

Geographic accessibility of Big problem 5,757  73  

care Not a big problem 2,142  27  

  missing 9  0  

Economic accessibility of Big problem 5,669  72  

care Not a big problem 2,235  28  

 missing 4  0  

Region Tigray 530  6.7 

 
Affar 78  1.0 

 
Amhara 1,991  25.2 

 
Oromiya 3,116  39.4 

 
Somali 198  2.5 

 
Benishangul-

Gumuz 

92  1.2 

 
SNNP 1,634  20.7 

 
Gambela 31  0.4 

 
Harari 19  0.2 

 
Addis Ababa 193  2.4 

 
Dire Dawa 26  0.3 

  Total 7,9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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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가정 내 지위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료 서비스(own health care), 가정 내 큰 

지출(large household purchases), 가족 혹은 친척 방문(visits to family 

or relatives) 세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47.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중 1-2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32.2%, 세 가지 문제 모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0% 순이었다. 최근 12개월 내에 일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현금 

수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경우는 

26.8%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73.2%였다.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5가지 상황 모두 구타가 정당화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28.5%로 

가장 많았고, 1-2가지 상황에서 구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26.7%, 5가지 상황에서 모두 구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23.2%, 3-4가지 상황에서 구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21.6% 순이었다. 

 

<표 3> 여성의 지위 

    N % 

No. of decision making 0 1,578 20.0 

 
1-2 2,543 32.2 

  3 3,787 47.9 

worked in the last 12 months and No 5,787 73.2 

had influence over use of cash earnings Yes 2,121 26.8 

No. of answers that  0 2,256 28.5 

beating is not justified 1-2 2,109 26.7 

 
3-4 1,706 21.6 

 
5 1,837 23.2 

  Total 7,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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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 지위의 구체적 특성 

      N % 

Decision making own health care No 1,899  24.0 

  
Yes 5,269  66.6 

 
  missing 740  9.4 

 
large household purchases No 2,525  31.9 

  
Yes 4,651  58.8 

  
missing 732  9.3 

 
visits to family or relatives No 1,628  20.6 

  
Yes 5,547  70.1 

 
  missing 733  9.3 

 
  Total 7,908  100.0 

Economic independency currently working or  No 3,506  44.3 

 
worked in the last 12 months Yes 4,399  55.6 

  
missing 3  .0 

 
  Total 7,908  100.0 

 
Person who usually decides  Respondent alone 814  10.3 

 
how to spend respondent's cash earnings Respondent and husband 1,307  16.5 

  
Husband/partner alone 226  2.9 

  
Someone else 1  .0 

 
  Total 2,347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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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towards wife beating Beating justified if No 3,779  47.8 

 
wife goes out without telling husband Yes 4,072  51.5 

  
Don't know 56  .7 

 
  missing 1  .0 

 
Beating justified if No 3,183  40.3 

 
wife neglects the children Yes 4,677  59.1 

  
Don't know 47  .6 

  
missing 1  .0 

 
Beating justified if No 3,672  46.4 

 
wife argues with husband Yes 4,173  52.8 

  
Don't know 59  .7 

 
  missing 4  .0 

 
Beating justified if No 4,128  52.2 

 
wife refuses to have sex with husband Yes 3,647  46.1 

  
Don't know 127  1.6 

  
missing 6  .1 

 
Beating justified if No 3,460  43.7 

 
wife burns the food Yes 4,404  55.7 

  
Don't know 42  .5 

  
missing 3  .0 

    Total 7,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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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산전진찰 서비스(skilled antenatal 

care)를 받은 경우가 33.8%, 출산 도움(skilled delivery care)를 받은 

경우가 11.8%였다. 

 

<표 5>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특성 

    N % 

Received skilled antenatal care No 5,234 66.2 

  Yes 2,674 33.8 

Received skilled delivery care No 6,975 88.2 

 
Yes 932 11.8 

  Total 7,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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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성의 지위에 따라 산전진찰과 출산도움 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참여와 구타에 대한 태도 등 

독립변수인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뿐만 아니라, 

남편의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결측값을 제외하여 7137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성건강 서비스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종교,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산전진찰 이용 여부가 

유의(p<.001)였다(표 6).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등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든 변수에 따라 산전진찰 이용 

여부가 유의(p<.001)하였다(표 7).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출산도움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차이 역시 유의하였다.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종교,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산전진찰 이용 여부가 

유의(p<.001)하였다(표 8).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등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든 변수에 따라 

산전진찰 이용 여부가 유의(p<.001)하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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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전진찰 이용 

    No Yes Total     

    N (%) N (%) N (%) p-value   

Age 15 - 19 239 (3.3) 107 (1.5) 346 (4.8) 

76.573 

(.000***) 

  

 
20 - 24 879 (12.3) 575 (8.1) 1,454 (20.4) 

 

 
25 - 29 1,345 (18.8) 810 (11.4) 2,155 (30.2) 

 

 
30 - 34 957 (13.4) 400 (5.6) 1,357 (19.0) 

 

 
35 - 39 772 (10.8) 336 (4.7) 1,108 (15.5) 

 

 
40 - 44 380 (5.3) 133 (1.9) 513 (7.2) 

 

 
45 - 49 154 (2.2) 49 (0.7) 203 (2.8) 

 

 
Total 4,726 (66.2) 2,410 (33.8) 7,136 (100.0) 

 
Residence Urban 236 (3.3) 786 (11.0) 1,022 (14.3) 992.902 

(.000***) 

  

 
Rural 4,490 (62.9) 1,623 (22.7) 6,113 (85.7) 

 
  Total 4,726 (66.2) 2,409 (33.8) 7,135 (100.0)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3,584 (50.2) 1,206 (16.9) 4,790 (67.1) 

720.848 

(.000***) 

 

 
Primary 1,108 (15.5) 916 (12.8) 2,024 (28.4) 

 

 
Secondary 22 (0.3) 166 (2.3) 188 (2.6) 

 

 
Higher 13 (0.2) 122 (1.7) 135 (1.9) 

 
  Total 4,727 (66.2) 2,410 (33.8) 7,1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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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Total   

    N (%) N (%) N (%) p-value 

Religion Orthodox 1,727 (24.2) 1,158 (16.2) 2,885 (40.4) 

98.148 

(.000***) 

 
Catholic 48 (0.7) 24 (0.3) 72 (1.0) 

 
Protestant 1,128 (15.8) 523 (7.3) 1,651 (23.1) 

 
Muslim 1,716 (24.0) 669 (9.4) 2,385 (33.4) 

 
Traditional 46 (0.6) 22 (0.3) 68 (1.0) 

 
Other 61 (0.9) 14 (0.2) 75 (1.1) 

  Total 4,726 (66.2) 2,410 (33.8) 7,136 (100.0) 

No. of children ever born 1 616 (8.6) 530 (7.4) 1,146 (16.1) 

195.042 

(.000***) 

 
2-3 1,375 (19.3) 834 (11.7) 2,209 (31.0) 

 
4-5 1,130 (15.8) 553 (7.7) 1,683 (23.6) 

 
more than 6 1,605 (22.5) 493 (6.9) 2,098 (29.4) 

 
Total 4,726 (66.2) 2,410 (33.8) 7,136 (100.0) 

Wealth index Poorest 1,320 (18.5) 270 (3.8) 1,590 (22.3) 

1245.827 

(.000***) 

 
Poorer 1,154 (16.2) 370 (5.2) 1,524 (21.4) 

 
Middle 1,086 (15.2) 399 (5.6) 1,485 (20.8) 

 
Richer 880 (12.3) 463 (6.5) 1,343 (18.8) 

 
Richest 287 (4.0) 908 (12.7) 1,195 (16.7) 

  Total 4,727 (66.2) 2,410 (33.8) 7,1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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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Total   

    N (%) N (%) N (%) p-value 

Husband's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1,559 (37.5) 31 (11.7) 1,590 (49.2) 

656.298 

(.000) 

 
Primary 1,482 (25.9) 42 (15.1) 1,524 (41.1) 

 
Secondary 1,438 (1.7) 47 (3.5) 1,485 (5.2) 

 
Higher 1,250 (0.6)  93 (3.2) 1,343 (3.9) 

 
Don't know 606 (0.5) 589 (0.2) 1,195 (0.7) 

 
Total 6,335 (66.2) 802 (33.8) 7,137 (100.0) 

Geographic accessibility of care Big problem 3,810 (53.4) 1,486 (20.8) 5,296 (74.2) 
299.771 

(.000) 
 Not a big problem 916 (12.8) 924 (12.9) 1,840 (25.8) 

  Total 4,726 (66.2) 2,410 (33.8) 7,136 (100.0) 

Economic accessibility of care Big problem 3,545 (49.7) 1,522 (21.3) 5,067 (71.0) 
108.689 

(.000)  
Not a big problem 1,182 (16.6) 888 (12.4) 2,070 (29.0) 

 
Total 4,727 (66.2) 2,410 (33.8) 7,137 (100.0) 

Region Tigray 233 93.3) 217 (3.0) 450 (6.3) 

394.275 

(.000) 
 

Affar 50 (0.7) 23(0.3) 73 (1.0) 

 
Amhara 1,158 (16.2) 592(8.3) 1,750 (24.5) 

 
Oromiya 1,961 (27.5) 908 (12.7) 2,86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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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li 141 (2.0) 38 (0.5) 179 (2.5) 

 
Benishangul-Gumuz 56 (0.8) 30 (0.4) 86 (1.2) 

 
SNNP 1,093 (15.3) 406 (5.7) 1,499 (21.0) 

 
Gambela 11 (0.2) 14 (0.2) 25 (0.4) 

 
Harari 8 (0.1) 10 (0.1) 18 (0.3) 

 
Addis Ababa 6 (0.1) 159 (2.2) 165 (2.3) 

 
Dire Dawa 10 (0.1) 13 (0.2) 23 (0.3) 

  Total 4,727 (66.2) 2,410 (33.8) 7,137 (100.0) 

 *p< .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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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성 지위에 따른 산전진찰 이용 

    N (%) N (%) N (%)   

    No Yes Total p-value 

No. of decision making 0 705 (9.9) 136 (1.9) 841 (11.8) 

190.398 

(.000***) 
 

1-2 1,754 (24.6) 772 (10.8) 2,526 (35.4) 

 
3 2,267 (31.8) 1,502 (21.0) 3,769 (52.8.) 

 
Total 4,726 (66.2) 2,410 (33.8) 7,136 (100.0) 

worked in the last 12 months and No 3,533 (49.5) 1,487 (20.8) 5,020 (70.3) 
27.838 

(.000***) 
 had influence over use of cash earnings Yes 1,194 (16.7) 923 (12.9) 2,117 (29.7) 

(Economic independency) Total 4,727 (66.2) 2,410 (33.8) 7,137 (100.0) 

No. of answers that beating is not justified 0 1,573 (22.0) 514 (7.2) 2,087 (29.2) 

130.084 

(.000***) 

 
1-2 1,381 (19.4) 521 (7.3) 1,902 (26.7) 

 
3-4 961 (13.5) 558 (7.8) 1,519 (21.3) 

 
5 811 (11.4) 817 (11.4) 1,628 (22.8) 

  Total 4,726 (66.2) 2,410 (33.8) 7,136 (100.0) 

*p< .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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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도움 이용 

    No Yes Total   

    N (%) N (%) N (%) p-value 

Age 15 - 19 315 (4.4) 31 (0.4) 346 (4.8) 

92.887 

(.000***) 

 
20 - 24 1,220 (17.1) 234 (3.3) 1,454 (20.4) 

 
25 - 29 1,863 (26.1) 292 (4.1) 2,155 (30.2) 

 
30 - 34 1,235 (17.3) 121 (1.7) 1,356 (19.0) 

 
35 - 39 1,028 (14.4) 80 (1.1) 1,108 (15.5) 

 
40 - 44 484 (6.8) 29 (0.4) 513 (7.2) 

 
45 - 49 189 (2.6) 14 (0.2) 203 (2.8) 

 
Total 6,334 (88.8) 801 (11.2) 7,135 (100.0) 

Residence Urban 472 (6.6) 550 (7.7) 1,022 (14.3) 2171.086 

(.000***)  
Rural 5,862 (82.2) 251 (3.5) 6,113 (85.7) 

  Total 6,334 (88.8) 801 (11.2) 7,135 (100.0)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4,577 (64.1) 212 (3.0) 4,789 (67.1) 

1556.796 

(.000***) 

 
Primary 1,672 (23.4) 352 (4.9) 2,024 (28.4) 

 
Secondary 48 (0.7) 140 (2.0) 188 (2.6) 

 
Higher 37 (0.5) 97 (1.4) 134 (1.9) 

  Total 6,334 (88.8) 801 (11.2) 7,1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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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Total   

    N (%) N (%) N (%) p-value 

Religion Orthodox 2,397 (33.6) 487 (6.8) 2,884 (40.4) 

163.645 

(.000***) 

 
Catholic 64 (0.9) 8 (0.1) 72 (1.0) 

 
Protestant 1,515 (21.2) 136 (1.9) 1,651 (23.1) 

 
Muslim 2,215 (31.0) 170 (2.4) 2,385 (33.4) 

 
Traditional 68 (1.0) 1 (0.0) 69 (1.0) 

 
Other 75 (1.1) 0 (0.0) 75 (1.1) 

  Total 6,334 (88.8) 802 (11.2) 7,136 (100.0) 

No. of children ever born 1 858 (12.0) 287 (4.0) 1,145 (16.0) 

394.289 

(.000***) 

 
2-3 1,887 (26.4) 322 (4.5) 2,209 (31.0) 

 
4-5 1,574 (22.1) 109 (1.5) 1,683 (23.6) 

 
more than 6 2,015 (28.2) 83 (1.2) 2,098 (29.4) 

 
Total 6,334 (88.8) 801 (11.2) 7,135 (100.0) 

Wealth index Poorest 1,559 (21.8) 31 (0.4) 1,590 (22.3) 

2104.148 

(.000***) 

 
Poorer 1,482 (20.8) 42 (0.6) 1,524 (21.4) 

 
Middle 1,438 (20.1) 47 (0.7) 1,485 (20.8) 

 
Richer 1,250 (17.5) 93 (1.3) 1,343 (18.8) 

 
Richest 606 (8.5) 589 (8.3) 1,195 (16.7) 

  Total 6,335 (88.8) 802 (11.2) 7,1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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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Total   

    N (%) N (%) N (%) p-value 

Husband's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3,372 (47.3) 139 (1.9) 3,511 (49.2) 

1184.743 

(.000) 

 
Primary 2,589 (36.3) 342 (4.8) 2,931 (41.1) 

 
Secondary 213 (3.0) 156 (2.2) 369 (5.2) 

 
Higher 112 (1.6) 163 (2.3) 275 (3.9) 

 
Don't know 48 (0.7) 1 (0.0) 49 (0.7) 

 
Total 6,334 (88.8) 801 (11.2) 7,135 (100.0) 

Geographic accessibility of care Big problem 4,968 (69.6) 327 (4.6) 5,295 (74.2) 
525.563 

(.000) 
 Not a big problem 1,366 (19.1) 474 (6.6) 1,840 (25.8) 

  Total 6,334 (88.8) 801 (11.2) 7,135 (100.0) 

Economic accessibility of care Big problem 1,447 (65.3) 448 (5.7) 1,895 (71.0) 
186.604 

(.000)  
Not a big problem 3,280 (23.4) 1,962 (5.6) 5,242 (29.0) 

 
Total 4,727 (88.8) 2,410 (11.2) 7,137 (100.0) 

Region Tigray 392 (5.5) 57 (0.8) 449 

1025.097 

(.000) 
 

Affar 67 (0.9) 6 (0.1) 73 

 
Amhara 1,570 (22.0) 181 (2.5) 1,751 

 
Oromiya 2,604 (36.5) 264 (3.7)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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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li 163 (2.3) 17 (0.2) 180 

 
Benishangul-Gumuz 78 (1.1) 8 (0.1) 86 

 
SNNP 1,397 (19.6) 102 (1.4) 1,499 

 
Gambela 18 (0.3) 8 (0.1) 26 

 
Harari 11 (0.2) 7 (0.1) 18 

 
Addis Ababa 23 (0.3) 142 (2.0) 165 

 
Dire Dawa 12 (0.2) 11 (0.2) 23 

  Total 6,335 (88.8) 803 (11.2) 7,138 

*p< .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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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여성 지위에 따른 출산도움 이용 

    N (%) N (%) N (%)   

    No Yes Total p-value 

No. of decision making 0 815 (11.4) 26 (0.4) 841 (11.8) 

146.588 

(.000***) 
 

1-2 2,327 (32.6) 199 (2.8) 89 (35.4) 

 
3 3,192 (44.7) 576 (8.1) 3,768 (52.8.) 

 
Total 6,334 (88.8) 801 (11.2) 7,135 (100.0) 

worked in the last 12 months and No 4,581 (64.2) 439 (6.2) 5,020 (70.3) 
105.384 

(.000***) 
 had influence over use of cash earnings Yes 1,754 (24.6) 363 (5.1) 2,117 (29.7) 

(Economic independency) Total 6,335 (88.8) 802 (11.2) 7,137 (100.0) 

No. of answers that beating is not justified 0 1,992 (27.9) 96 (1.3) 2,088 (29.3) 

439.785 

(.000***) 

 
1-2 1,773 (24.8) 129 (1.8) 1,902 (26.6) 

 
3-4 1,350 (18.9) 170 (2.4) 1,520 (21.3) 

 
5 1,220 (17.1) 407 (5.7) 1,627 (22.8) 

  Total 6,335 (88.8) 802 (11.2) 7,137 (100.0) 

*p< .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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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성건강서비스 중 산전진찰(skilled antenatal care)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2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는 의사결정 참여 

정도,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거주지역, 여성과 남편의 

교육수준, 종교, 출산한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거주지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료 이용(own health care use), 비싼 가정용품 지출(large 

household purchase), 친족 방문(visits to family or relatives)에 대해 

여성 스스로 혹은 남편과 상의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개수가 0인 

경우에 비해, 1-2개인 경우(OR 1.706, 95% CI 1.368-2.127), 3개인 

경우(OR 1.998, 95% CI 1.612-2.475)에 산전진찰 이용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내에 일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현금 수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경우(OR 1.422, 95% 

CI 1.255-1.612)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산전진찰 이용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거나, 아이 양육을 

등한시하거나, 남편에게 대들거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음식을 태우는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수가 0개인 

경우에 비해, 3-4개 상황에 대해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경우(OR 

1.283, 95% CI 1.090-1.510)와 5개 상황에 대해 모두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경우(OR 1.410, 95% CI 1.195-1.665)에 전문 의료인에게 

산전진찰 이용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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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오즈비(Odds Ratio, OR)가 0.580(95% Confidence Interval 0.451-

0.746)으로 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1.426, 95% CI 1.243-1.635)와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3.070, CI 1.816-5.191))에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가 정교(Orthodox)인 경우에 비해 개신교인 

경우(OR 1.261, CI 1.032-1.540)와 이슬람교(Muslim)인 경우(OR 

2.808, CI 1.605-4.913)에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6명 이상인 경우(OR 

0.690 CI 0.526-0.904)에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가정 경제수준이 최빈층(Poorest)인 경우에 비해 빈곤층(Poorer)인 

경우(OR 1.478), 중산층(Middle)인 경우(OR 1.669), 상위층(Richer)인 

경우(OR 2.025), 최상위층(Richest)인 경우(OR 4.638)에 유의하게 점점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1.256, 95% CI 1.101-1.433),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1.880, 95% CI 1.2401-2.524), 

고등교육(Higher)을 받은 경우(OR 2.289, 95% CI 1.502-3.489)에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점점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큰 문제(big problem)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not a big problem) 답한 경우(OR 1.228, 95% CI 

1.066-1.414)에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로는 

Affar를 기준으로 Amhara(OR 0.623), Oromiya(OR 0.440), Somal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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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 SNNP(OR 0.326)가 유의하게 낮았고, 수도 Addis Ababa(OR 

3.245)가 유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 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많을수록, 경제적 독립성을 

지닐수록, 아내 구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도시일 

경우, 여성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정교일 경우, 아이의 

수가 6명 이상일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료기관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수록, 수도에 거주할 경우에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에게 산전진찰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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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의 지위와 산전진찰 이용 (N=6,999)                                                *p< .05, ** p<.01, ***p<.001 

    Model 1   Model 2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No. of  0 ref 
    

ref 
   

decision making 1-2 1.930  1.570  2.373  0.00***  1.706  1.368  2.127  0.000*** 

 
3 2.629  2.153  3.211  0.000***  1.998  1.612  2.475  0.000*** 

Economic No ref 
    

ref 
   

independency Yes 1.473  1.443  1.794  0.000***  1.422  1.255  1.612  0.000*** 

 
0 ref 

    
ref 

   
No. of answers that 1-2 1.079  0.934  1.247  0.300  

 
0.975  0.834  1.140  0.752  

beating is not justified 3-4 1.618  1.397  1.874  0.000***  1.283  1.090  1.510  0.003** 

 
5 2.590  2.245  2.988  0.000***  1.410  1.195  1.665  0.000***  

Age 15 - 19 
     

ref 
   

 
20 - 24 

     
1.156  0.862  1.552  0.333  

 
25 - 29 

     
1.244  0.911  1.698  0.170  

 
30 - 34 

     
0.939  0.665  1.326  0.720  

 
35 - 39 

     
1.186  0.826  1.705  0.355  

 
40 - 44 

     
1.090  0.724  1.642  0.680  

 
45 - 49 

     
1.236  0.752  2.029  0.403  

Residence Urban 
     

ref 
   

 
Rural 

   
  0.580  0.451  0.746  0.000*** 



 

 

51 

 

    Model 1   Model 2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ref 
   

 
Primary 

     
1.426  1.243  1.635  0.000***  

 
Secondary 

     
3.070  1.816  5.191  0.000***  

 
Higher 

     
1.986  1.000  3.944  0.050  

Religion Orthodox 
     

ref 
   

 
Catholic 

     
1.418  0.785  2.560  0.247  

 
Protestant 

     
1.261  1.032  1.540  0.023*  

 
Muslim 

     
1.003  0.849  1.184  0.976  

 
Traditional 

     
2.808  1.605  4.913  0.000***  

 
Other 

     
1.201  0.627  2.301  0.580  

No. of children  1 
     

ref 
   

ever born 2-3 
     

0.857  0.704  1.042  0.122  

 
4-5 

     
0.969  0.766  1.225  0.790  

 
+ 6 

     
0.690  0.526  0.904  0.007**  

Wealth index Poorest 
     

ref 
   

 
Poorer 

     
1.478  1.231  1.775  0.000***  

 
Middle 

     
1.669  1.390  2.003  0.000***  

 
Richer 

     
2.025  1.678  2.442  0.000***  

 
Richest 

     
4.638  3.571  6.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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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Husband's  No education 
    

ref 
   

education level Primary 
     

1.256  1.101  1.433  0.001**  

 
Secondary 

     
1.880  1.401  2.524  0.000***  

 
Higher 

     
2.289  1.502  3.489  0.000***  

 
unknown 

     
1.219  0.635  2.340  0.552  

Geographic  Big problem 
     

ref 
   

accessibility of care Not a big problem 
    

1.228  1.066  1.414  0.004**  

Economic accessibility  Big problem 
     

ref 
   

of care Not a big problem 
    

0.917  0.803  1.049  0.206  

 
Tigray 

     
ref 

   
Region Affar 

   
  0.643  0.335  1.234  0.184  

 
Amhara 

   
  0.623  0.490  0.792  0.000***  

 
Oromiya 

   
  0.440  0.340  0.570  0.000***  

 
Somali 

   
  0.275  0.166  0.454  0.000***  

 
Benishangul-Gumuz 

  
  0.605  0.351  1.044  0.071  

 
SNNP 

   
  0.326  0.243  0.438  0.000***  

 
Gambela 

   
  0.838  0.335  2.092  0.704  

 
Harari 

   
  0.603  0.192  1.894  0.386  

 
Addis Ababa 

  
  3.245  1.341  7.856  0.009**  

  

 

Dire Dawa 

 

 

          0.690  0.243  1.959  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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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성건강서비스 중 출산도움(skilled delivery care)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2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는 

의사결정참여,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연령, 거주지역, 

여성과 남편의 교육수준, 종교,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거주지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료 이용, 비싼 가정용품 지출, 친족 방문에 대해 여성 스스로 

혹은 남편과 상의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개수가 0인 경우에 비해 

3개인 경우(OR 1.717, 95% CI 1.085-2.716)에 출산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내에 일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현금 수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경우(OR 

1.393, 95% CI 1.121-1.732)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출산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거나, 아이 양육을 

등한시하거나, 남편에게 대들거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음식을 태우는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수가 0개인 

경우에 비해 5개 상황에 대해 모두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경우(OR 

1.577, 95% CI 1.162-2.140)에 출산도움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이 15-19세인 경우에 비해 45-49세 이상인 경우 오즈비(Odds 

Ratio, OR)가 4.259(95% Confidence Interval 1.742-10.416)로 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OR 0.329, 95% 

CI 0.240-0.450)에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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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95% CI 1.526-2.492)와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5.297, 95% CI 3.269-8.581), 고등교육(Higher)을 받은 경우(OR 

2.804, 95% CI 1.539-5.110)에 전문 의료인에게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가 정교(Orthodox)인 경우에 비해 

개신교(Protestant)인 경우(OR 0.655, 95% CI 0.472-0.908)와 

이슬람교(Muslim)인 경우(OR 0.574, 95% CI 0.433-0.760)에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3명인 경우(OR 0.559, 

95% CI 0.420-0.745), 4-5명인 경우(OR 0.375, 95% CI 0.254-

0.552), 6명 이상인 경우(OR 0.311, 95% CI 0.193-0.502)에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최빈층(Poorest)인 경우에 비해 상위층(Richer)인 경우(OR 2.141, 95% 

CI 1.383-3.314), 최상위층(Richest)인 경우(OR 5.182, 95% CI 

3.239-8.289)에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남편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1.730, 95% CI 1.172-

2.554),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1.730, 95% CI 1.172-

2.554)에 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에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큰 문제(big problem)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not a big problem) 답한 경우(OR 1.547, 95% CI 

1.236-1.936)에 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의사결정참여가 높을 경우, 경제적 독립성을 지닐수록, 아내 구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45세 이상 고령 산모일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일 경우, 여성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정교인 경우,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가 적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층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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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에게 출산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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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성의 지위와 출산도움 이용 (N=6999)                                                *p< .05, ** p<.01, ***p<.001 

    Model 1   Model 2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No. of  0 ref 
    

ref 
   

decision making 1-2 1.940 1.272 2.958 0.002**  1.364  0.849  2.190  0.199  

 
3 3.455 2.301 5.186 0.000***  1.717  1.085  2.716  0.021* 

*  
Economic No ref 

    
ref 

   
independency Yes 1.812 1.550 2.119 0.000***  1.393  1.121  1.732  0.003**  

 
0 ref 

    
ref 

   
No. of answers that 1-2 1.418 1.078 1.866 0.013*  

 
1.131  0.819  1.561  0.455  

beating is not justified 3-4 2.370 1.823 3.082 0.000***  1.308  0.950  1.800  0.100  

 
5 5.610 4.424 7.115 0.000***  1.577  1.162  2.140  0.003**  

Age 15 - 19 
     

ref 
   

 
20 - 24 

     
1.557  0.935  2.594  0.089  

 
25 - 29 

     
1.862  1.090  3.181  0.023*  

 
30 - 34 

     
1.574  0.858  2.886  0.143  

 
35 - 39 

     
1.715  0.903  3.260  0.099  

 
40 - 44 

     
1.684  0.775  3.658  0.188  

 
45 - 49 

     
4.259  1.742  10.416  0.001**  

Residence Urban 
     

ref 
   

 
Rural 

   
  0.329  0.240  0.45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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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ref 
   

 
Primary 

     
1.950  1.526  2.492  0.000***  

 
Secondary 

     
5.297  3.269  8.581  0.000***  

 
Higher 

     
2.804  1.539  5.110  0.001**  

Religion Orthodox 
     

ref 
   

 
Catholic 

     
1.117  0.435  2.872  0.818  

 
Protestant 

     
0.655  0.472  0.908  0.011*  

 
Muslim 

     
0.574  0.433  0.760  0.000***  

 
Traditional 

     
0.232  0.017  3.200  0.275  

 
Other 

     
0.000  0.000  

 
0.997  

No. of children  1 
     

ref 
   

ever born 2-3 
     

0.559  0.420  0.745  0.000***  

 
4-5 

     
0.375  0.254  0.552  0.000***  

 
+ 6 

     
0.311  0.193  0.502  0.000***  

Wealth index Poorest 
     

ref 
   

 
Poorer 

     
1.255  0.771  2.041  0.361  

 
Middle 

     
1.329  0.828  2.134  0.238  

 
Richer 

     
2.141  1.383  3.314  0.001**  

 
Richest 

     
5.182  3.239  8.28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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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Husband's  No education 
    

ref 
   

education level Primary 
     

1.315  1.010  1.712  0.042*  

 
Secondary 

     
1.730  1.172  2.554  0.006**  

 
Higher 

     
1.614  1.013  2.574  0.044*  

 
unknown 

     
0.386  0.039  3.799  0.415  

Geographic  Big problem 
     

ref 
   

accessibility of care Not a big problem 
    

1.547  1.236  1.936  0.000***  

Economic accessibility  Big problem 
     

ref 
   

of care Not a big problem 
    

0.990  0.791  1.238  0.926  

Region Tigray 
     

ref 
   

 
Affar 

   
  0.955  0.298  3.065  0.938  

 
Amhara 

   
  1.405  0.923  2.139  0.113  

 
Oromiya 

   
  1.471  0.960  2.252  0.076  

 
Somali 

   
  1.789  0.832  3.849  0.137  

 
Benishangul-Gumuz 

  
  1.859  0.704  4.913  0.211  

 
SNNP 

   
  1.085  0.656  1.797  0.750  

 
Gambela 

   
  5.429  1.703  17.309  0.004**  

 
Harari 

   
  4.570  1.047  19.947  0.043*  

 
Addis Ababa 

  
  6.269  3.373  11.654  0.000***  

  Dire Dawa           9.575  2.638  34.75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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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다수준 분석 결과 

 

모성건강서비스 중 산전진찰(skilled antenatal care)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지역적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모델 1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주요 독립변수인 의사결정력,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등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모델 2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하였고, 최종 모델 3에서는 개인적 변수와 지역적 변수 

모두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p<0.05 수준에서 산전진찰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의사결정 참여 정도,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여성과 남편의 교육수준, 출산한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그리고 거주지역과 거주지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own health care use), 비싼 가정용품 

지출(large household purchase), 친족 방문(visits to family or 

relatives)에 대해 여성 스스로 혹은 남편과 상의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개수가 0인 경우에 비해, 1-2개인 경우(OR 1.572, 95% CI 

1.262-1.959), 3개인 경우(OR 1.908, 95% CI 1.534-2.373)에 

산전진찰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내에 일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현금 수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경우(OR 1.301, 95% CI 1.126-1.503)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산전진찰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거나, 

아이 양육을 등한시하거나, 남편에게 대들거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음식을 태우는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수가 0개인 경우에 비해 5개 상황에 대해 모두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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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OR 1.258, 95% CI 1.048-1.510)에 전문 의료인에게 

산전진찰을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1.594, 95% CI 1.365-1.862)와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3.265, CI 1.998-5.333), 고등교육(Higher)을 받은 경우(OR 

3.896, CI 1.827-8.306)에 산전진찰을 유의하게 많이 받았다.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6명 이상인 경우(OR 0.645, CI 

0.483-0.862)에 산전진찰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최빈층(Poorest)인 경우에 비해 중산층(Middle)인 경우(OR 

1.450, CI 1.181-1.781), 상위층(Richer)인 경우(OR 1.636, CI 1.322-

2.025, 최상위층(Richest)인 경우(OR 3.099, CI 2.305-4.167)에 

유의하게 점점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1.235, 95% CI 1.068-

1.429),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1.692, 95% CI 1.2571-

2.279), 고등교육(Higher)을 받은 경우(OR 1.494, 95% CI 1.005-

2.221)에 산전진찰을 유의하게 더 많이 받았다.  

 

지역수준에서는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에 비해 농촌인 경우(OR 0.372, 

CI 0.266-0.519)에 산전진찰을 유의하게 더 적게 받았다. 거주지의 경우 

수도 Addis Ababa를 기준으로 모든 주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산전진찰을 

훨씬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많을수록, 경제적 독립성을 

지닐수록, 아내 구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수록, 여성과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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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의 수가 6명 이상일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와 수도에 거주할 경우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에게 산전진찰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수준 분석 결과는 표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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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수준 분석: 여성의 지위와 산전진찰 이용 (N=6,999)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Individual level variables (Level 1)  
          

No. of  0 ref 
   

ref 
   

ref 
  

decision making 1-2 1.759  (1.413,2.190) <0.001**

* 

 1.579  (1.270,1.964) <0.001**

* 

 1.572  (1.262,1.959) <0.001**

*  
3 2.339  (1.883,2.906) <0.001**

* 

 1.964  (1.583,2.437) <0.001**

* 

 1.908  (1.534,2.373) <0.001**

* 
Economic No ref 

   
ref 

   
ref 

  
independency Yes 1.473  (1.283,1.692) <0.001**

* 

 1.310  (1.136,1.510) <0.001**

* 

 1.301  (1.126,1.503) <0.001**

* 
No. of answers 0 ref 

   
ref 

   
ref 

  
that beating is  1-2 1.237  (1.045,1.463) 0.013* 

 
1.127  (0.952,1.334) 0.165   1.134  (0.958,1.343) 0.144  

not justified 3-4 1.367  (1.143,1.635) <0.001**

* 

 1.125  (0.938,1.350) 0.203   1.104  (0.920,1.326) 0.288  

 
5 1.917  (1.609,2.285) <0.001**

* 

 1.360  (1.136,1.627) <0.001**

* 

 
1.258  (1.048,1.510) 0.014* 

Age 15 - 19 
    

ref 
   

ref 
  

 
20 - 24 

    
1.142  (0.846,1.542) 0.386   1.126  (0.833,1.524) 0.441  

 
25 - 29 

    
1.286  (0.936,1.766) 0.121  

 
1.205  (0.874,1.661) 0.255  

 
30 - 34 

    
1.218  (0.856,1.733) 0.274  

 
1.097  (0.767,1.569) 0.611  

 
35 - 39 

    
1.378  (0.947,2.006) 0.094  

 
1.226  (0.839,1.793) 0.292  

 
40 - 44 

    
1.457  (0.956,2.221) 0.080  

 
1.287  (0.841,1.970) 0.245  

  45 - 49         1.202  (0.704,2.050) 0.500    1.061  (0.619,1.8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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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ref 
   

ref 
  

 
Primary 

    
1.626  (1.396,1.895) <0.001***  1.594  (1.365,1.862) <0.001*** 

 
Secondary 

    
3.862  (2.389,6.245) <0.001***  3.265  (1.998,5.333) <0.001*** 

 
Higher 

    
4.078  (1.944,8.555) <0.001***  3.896  (1.827,8.306) <0.001*** 

Religion Orthodox 
    

ref 
   

ref 
  

 
Catholic 

    
0.670  (0.352,1.276) 0.223   0.832  (0.428,1.616) 0.586  

 
Protestant 

    
0.754  (0.597,0.953) 0.018*  0.935  (0.701,1.247) 0.647  

 
Muslim 

    
0.748  (0.616,0.907) 0.003**  0.921  (0.720,1.179) 0.513  

 
Traditional 

    
0.785  (0.368,1.672) 0.530   0.963  (0.446,2.079) 0.923  

 
Other 

    
0.428  (0.194,0.943) 0.035*  0.534  (0.239,1.194) 0.127  

No. of children  1 
    

ref 
   

ref 
  

ever born 2-3 
    

0.790  (0.644,0.969) 0.024*  0.819  (0.664,1.009) 0.061  

 
4-5 

    
0.725  (0.566,0.927) 0.011*  0.806   (0.626,1.036) 0.092  

 
+ 6 

    
0.554  (0.417,0.735) <0.001***  0.645   (0.483,0.862) 0.003** 

Wealth index Poorest 
    

ref 
   

ref 
  

 
Poorer 

    
1.204  (0.990,1.463) 0.063  

 
1.219  (0.999,1.488) 0.051  

 
Middle 

    
1.441  (1.179,1.761) <0.001***  1.450   (1.181,1.781) <0.001*** 

 
Richer 

    
1.697  (1.379,2.088) <0.001***  1.636  (1.322,2.025) <0.001*** 

  Richest         5.720  (4.480,7.304) <0.001***   3.099  (2.305,4.16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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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Husband's  No education 
   

ref 
   

ref 
  

education level Primary 
    

1.244  (1.077,1.436) 0.003** 
 

1.235   (1.068,1.429) 0.004** 

 
Secondary 

    
1.883  (1.409,2.516) <0.001*** 

 
1.692   (1.257,2.279) <0.001*** 

 
Higher 

    
1.573  (1.064,2.325) 0.023*  1.494   (1.005,2.221) 0.047* 

 
unknown 

    
1.239  (0.701,2.189) 0.461   1.299  (0.735,2.297) 0.368  

Geographic  Not a big problem 
   

ref 
   

ref 
  

accessibility of care Big problem 
   

0.802  (0.685,0.940) 0.006** 
 

0.878   (0.747,1.033) 0.117  

Economic accessibility  Not a big problem 
   

ref 
   

ref 
  

of care Big problem 
   

1.073  (0.928,1.240) 0.342   1.072  (0.926,1.242) 0.351  

Community level variables (Level 2)  
          

Residence Urban 
        

ref 
  

 
Rural 

  
   

 
  0.372  (0.266,0.519) <0.001*** 

Region Addis Ababa 
       

ref 
  

 
Tigray 

  
   

   
0.363  (0.167,0.790) 0.011* 

 
Affar 

  
   

   
0.180  (0.081,0.398) <0.001*** 

 
Amhara 

  
   

   
0.214  (0.099,0.461) <0.001*** 

 
Oromiya 

  
   

   
0.174  (0.081,0.371) <0.001*** 

 
Somali 

  
   

   
0.108  (0.048,0.243) <0.001*** 

 
Benishangul-Gumuz 

 
   

   
0.233  (0.106,0.5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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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NP 

  
   

   
0.152  (0.070,0.332) <0.001*** 

 
Gambela 

  
   

   
0.305  (0.136,0.684) 0.004** 

 
Harari 

  
   

   
0.257  (0.116,0.572) <0.001*** 

  Dire Dawa                 0.286  (0.129,0.633) 0.002** 

*p< .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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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건강서비스 중 출산서비스(skilled delivery assistance)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지역적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모델 1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주요 독립변수인 의사결정력,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등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모델 2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하였고, 최종 모델 3에서는 개인적 변수와 

지역적 변수 모두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는 

구타에 대한 태도, 연령, 여성과 남편의 교육수준, 종교,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 가정의 경제수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거주 지역과 거주지로 나타났다.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거나, 아이 양육을 등한시하거나, 남편에게 

대들거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음식을 태우는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수가 0개인 경우에 비해 5개 상황에 

대해 모두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경우(OR 1.418, 95% CI 1.036-

1.941)에 출산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이 15-19세인 경우에 비해 20-24세인 경우 오즈비(Odds Ratio, 

OR)가 1.801(95% Confidence Interval 1.116-2.906)부터 45-49세 

이상인 경우(OR 3.824, CI 1.463-9.995)까지 전 연령대에서 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즈비 역시 증가하였다. 여성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1.761, 95% CI 1.375-

2.256)와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3.235, 95% CI 2.028-

5.160), 고등교육(Higher)을 받은 경우(OR 4.243, 95% CI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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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에 전문 의료인에게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가 정교(Orthodox)인 경우에 비해 이슬람교(Muslim)인 경우(OR 

0.562, 95% CI 0.405-0.781)에 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3명인 경우(OR 0.430, 

95% CI 0.321-0.575), 4-5명인 경우(OR 0.308, 95% CI 0.209-

0.455), 6명 이상인 경우(OR 0.237, 95% CI 0.149-0.378)에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최빈층(Poorest)인 경우에 비해 상위층(Richer)인 경우(OR 1.808, 95% 

CI 1.215-2.689), 최상위층(Richest)인 경우(OR 2.961, 95% CI 

1.895-4.628)에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남편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Primary)을 받은 경우(OR 1.322, 95% CI 1.018-

1.717), 중등교육(Secondary)을 받은 경우(OR 1.787, 95% CI 1.221-

2.616)에 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에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not a big problem)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큰 문제라고(Big problem) 답한 경우(OR 0.899, 95% CI 

0.712-1.137)에 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수준에서는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에 비해 농촌인 경우(OR 0.170, 

CI 0.116-0.248)에 산전진찰을 유의하게 더 적게 받았다. 거주지의 경우 

수도 Addis Ababa를 기준으로 Gambela, Harari, Dire Dawa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출산 서비스를 훨씬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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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내 구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정교인 경우,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가 적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층 이상일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도시일 경우와 

수도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에게 출산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수준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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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다수준 분석: 여성의 지위와 출산도움 이용 (N=6,999)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Individual level variables (Level 1)  
          

No. of  0 ref 
   

ref 
   

ref 
  

decision making 1-2 1.283  (0.881,1.867) 0.193   0.960  (0.656,1.404) 0.832   1.029  (0.696,1.523) 0.885  

 
3 1.892  (1.312,2.728) <0.001***  1.169  (0.806,1.694) 0.411   1.227  (0.835,1.803) 0.297  

Economic No ref 
   

ref 
   

ref 
  

independency Yes 1.504  (1.230,1.841) <0.001***  1.263  (1.018,1.567) 0.034*  1.245  (0.994,1.560) 0.057  

No. of answers 0 ref 
   

ref 
   

ref 
  

that beating is  1-2 1.501  (1.111,2.029) 0.008** 
 

1.194  (0.876,1.626) 0.262   1.227  (0.894,1.682) 0.205  

not justified 3-4 1.910  (1.406,2.593) <0.001***  1.236  (0.898,1.701) 0.194   1.232   (0.887,1.711) 0.212  

 
5 3.043  (2.282,4.059) <0.001***  1.625  (1.203,2.195) 0.002** 

 
1.418  (1.036,1.941) 0.029* 

Age 15 - 19 
    

ref 
   

ref 
  

 
20 - 24 

    
1.815  (1.133,2.905) 0.013** 

 
1.801  (1.116,2.906) 0.016* 

 
25 - 29 

    
2.618  (1.599,4.286) <0.001***  2.250  (1.360,3.725) 0.002** 

 
30 - 34 

    
3.012  (1.729,5.248) <0.001***  2.225  (1.253,3.949) 0.006** 

 
35 - 39 

    
3.620  (1.993,6.575) <0.001***  2.744  (1.482,5.080) 0.001** 

 
40 - 44 

    
3.785  (1.821,7.869) <0.001***  2.837  (1.341,6.002) 0.006** 

  45 - 49         5.078  (1.981,13.016) <0.001***   3.824  (1.463,9.99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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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ref 
   

ref 
  

 
Primary 

    
1.749  (1.381,2.214) <0.001***  1.761  (1.375,2.256) <0.001*** 

 
Secondary 

    
3.561  (2.273,5.579) <0.001***  3.235  (2.028,5.160) <0.001*** 

 
Higher 

    
3.334  (1.756,6.329) <0.001***  4.243  (2.125,8.472) <0.001*** 

Religion Orthodox 
    

ref 
   

ref 
  

 
Catholic 

    
0.522  (0.182,1.497) 0.227   0.639  (0.227,1.796) 0.395  

 
Protestant 

    
0.721  (0.518,1.004) 0.053   0.696  (0.468,1.035) 0.073  

 
Muslim 

    
0.778

9 

(0.599,1.010) 0.059   0.562  (0.405,0.781) <0.001*** 

 
Traditional 

    
0.210  (0.022,1.978) 0.173   0.169  (0.018,1.617) 0.123  

 
Other 

    
0.000  (0.000,1.000) 1.000   0.000  (0.000,1.000) 1.000  

No. of children  1 
    

ref 
   

ref 
  

ever born 2-3 
    

0.442  (0.335,0.582) <0.001***  0.430  (0.321,0.575) <0.001*** 

 
4-5 

    
0.252  (0.173,0.365) <0.001***  0.308  (0.209,0.455) <0.001*** 

 
+ 6 

    
0.167  (0.107,0.261) <0.001***  0.237  (0.149,0.378) <0.001*** 

Wealth index Poorest 
    

ref 
   

ref 
  

 
Poorer 

    
0.939  (0.605,1.457) 0.779  

 
1.050  (0.667,1.655) 0.832  

 
Middle 

    
1.084  (0.704,1.670) 0.715   1.104  (0.707,1.725) 0.663  

 
Richer 

    
2.089  (1.425,3.061) <0.001*** 

 
1.808  (1.215,2.689) 0.004** 

 
Richest 

    
11.33

1  

(7.846,16.363) <0.001*** 
 

2.961  (1.895,4.6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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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Husband's  No education 
   

ref 
   

ref 
  

education level Primary 
    

1.405  (1.093,1.808) 0.008  
 

1.322  (1.018,1.717) 0.036* 

 
Secondary 

    
2.297  (1.597,3.304) <0.001*** 

 
1.787  (1.221,2.616) 0.003** 

 
Higher 

    
2.304  (1.460,3.637) <0.001*** 

 
2.025  (1.265,3.240) 0.003** 

 
unknown 

    
0.996  (0.323,3.067) 0.994  

 
1.184  (0.374,3.743) 0.774  

Geographic  Big problem 
   

ref 
   

ref 
  

accessibility of care Not a big problem 
   

0.555  (0.443,0.695) <0.001*** 
 

0.655  (0.515,0.832) <0.001*** 

Economic  Big problem 
   

ref 
   

ref 
  

accessibility of care Not a big problem 
   

1.020   (0.817,1.273) 0.863  
 

0.899  (0.712,1.137) 0.375  

Community level variables (Level 2)  
          

Residence Urban 
        

ref 
  

 
Rural 

  
   

 
  0.170  (0.116,0.248) <0.001*** 

Region Addis Ababa 
       

ref 
  

 
Tigray 

  
   

   
0.139  (0.072,0.270) <0.001*** 

 
Affar 

  
   

   
0.141  (0.066,0.300) <0.001*** 

 
Amhara 

  
   

   
0.206  (0.106,0.399) <0.001*** 

 
Oromiya 

  
   

   
0.217  (0.115,0.407) <0.001*** 

 
Somali 

  
   

   
0.301  (0.143,0.632) 0.002** 

 
Benishangul-Gumuz 

 
   

   
0.240  (0.119,0.48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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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NP 

  
   

   
0.156  (0.077,0.317) <0.001*** 

 
Gambela 

  
   

   
0.556  (0.274,1.126) 0.103  

 
Harari 

  
   

   
0.673  (0.344,1.316) 0.246  

  Dire Dawa                 1.271  (0.648,2.494) 0.485  

*p< .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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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가임기 여성 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내 지위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성의 가정 내 

지위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유의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단층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다수준 분석 결과, 산전진찰과 출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의 가정 내 지위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숙련된 의료인에게 산전진찰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한 모든 변수, 즉 의사결정참여 

수준, 경제적 독립성, 구타에 대한 태도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출산도움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구타에 대한 태도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출산도움 이용 

여부 역시 세 가지 변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점에 

주목할 만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의료 이용(own health care use), 비싼 

가정용품 구입(large household purchase), 친족 방문(visits to family or 

relatives)에 대해 여성 스스로 혹은 남편과 상의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0개인 경우에 비해 3개인 경우 산전진찰 이용이 1.9배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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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여성의 의사결정력이 산전진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uruta and Salway 2006, Ahmed, Creanga et al. 2010, 

Woldemicael and Tenkorang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의 개수를 측정하였는데, 의사결정 참여 개수와 

산전진찰 서비스 이용 수준 간에 정비례 관계가 나타난 점에 의미가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에티오피아에서 여성 혼자 혹은 여성이 남편과 

상의하여 의료 이용, 가구 지출, 외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수평적 가정 문화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평적 

가정 문화가 현대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성건강 서비스라는 

현대적 의료 이용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2개월 내에 일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현금 수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경우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산전진찰 이용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높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Furuta and Salway 2006, Ahmed, Creanga et al. 2010).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모성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가치와 

필요를 인식함과 동시에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Furuta and Salway 2006). 우선, 모성건강 서비스의 가치와 

필요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설명하면, 일하는 여성은 일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여성에 비해 일터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느끼고 가치를 인식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경제권을 가지며,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느낀다(Hogan, 

Foreman et al. 2010).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동 능력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높아지는 현상은 



 

 

75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번 현금 수입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게 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접근의 제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하거나, 아이 양육을 등한시하거나, 남편에게 

대들거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음식을 태우는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수가 0개인 경우에 비해 5개 상황에 

대해 모두 구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경우 산전진찰은 1.2배, 출산도움은 

1.4배 높았다. 구타와 정신건강 혹은 구타와 의료이용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타를 당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타에 대한 여성의 태도를 측정하여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에티오피아는 2000년과 

2005년에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줄이고자 노력할 

정도로 여성이 구타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에티오피아 여성의 

구타에 대한 태도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고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 

여성의 지위는 산전진찰 및 출산도움 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여성의 지위를 

절대적으로 측정하였는데, 다른 연구(Beegle, Frankenberg et al. 

2001)에서는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남편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지위를 측정한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지위 역시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여성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건강 증진 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한 연구(Fotso, Ezeh et al. 2009)에서는 여성의 지위 수준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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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층 여성 

그룹 내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나타난 오류로 해석되므로(Fotso, Ezeh et al. 2009), 여성의 지위 향상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층적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달리 다수준 분석에서 구타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여성의 지위와 출산서비스 이용 간에 관계가 없는 것은 지역적 

요인의 영향이 압도적이거나 지역적 차이와 여성의 지위 간에 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여성의 개인적 차원 특성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숙련된 의료인에게 산전진찰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여성과 남편의 교육 수준, 출산한 아이의 수, 경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출산 서비스 이용은 연령, 여성과 남편의 

교육 수준, 종교, 출산한 아이의 수, 경제 수준, 거리 부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층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종교와 거리부담이 출산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산전진찰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준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 부담과 비용 부담 중, 거리 부담과 달리 비용 

부담에 따른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모의 연령이 산전진찰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일치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30대 여성이 그 이상 연령의 여성보다 산전진찰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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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khada, Teijlingen et al. 2008). 연령이 45-49세인 경우, 연령이 

15-19세인 경우에 비해 45-49세인 경우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출산도움을 받는 Odds비가 3.8214로 나타나 출산 서비스 이용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고연령 산모가 일반적으로 출산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서비스 이용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수준 분석에서는 Odds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등교육을 받은 경우 산전진찰과 

출산서비스 이용은 각각 1.5배, 1.7배, 중등교육을 받은 경우 모두 3.2배,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각각 3.8배, 4.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Matsumura and Gubhaju 2001, Mekonnen and Mekonnen 2003,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Ciceklioglu, Soyer et al. 2005, Gage 

2007, Sharma, Sawangdee et al. 2007, Babalola and Fatusi 2009, 

Kamal, Hassan et al. 2013)를 입증한다. 그리고 단층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달리 다수준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Odds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자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인 건강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라 해석된다. 

실제로, 교육을 통해 여성의 의사결정력을 높일 수 있고, 교육을 받은 

여성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tsumura and Gubhaju 2001). 

여성의 교육 수준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산전진찰 이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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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Doan and Brewster 1998,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이러한 결과도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인 건강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남성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부인에게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가 이슬람교(Muslim)인 경우, 출산 서비스 이용의 Odds비가 

0.562로 나타나 정교(Orthodox)인 경우에 비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가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damu and Salihu 2002,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Mekonnen and Mekonnen 

2003,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Kamal, Hassan et al. 2013). 

무슬림 여성은 팔, 다리 노출을 꺼려하고 사생활 보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산전진찰과 출산도움을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산전진찰 이용 역시 무슬림 여성이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수준 분석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무슬림 여성이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출산도움은 더 적게 받는 반면 산전진찰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종교가 

모성건강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수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적 차이에 지역적 차이가 반영되거나 지역적 차이에 종교적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산모가 평생 출산한 아이의 수가 6명 이상일 경우, 1명인 경우에 비해 

산전진찰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의 수가 많아질수록 

Odds비가 작아져 숙련된 의료인에게 출산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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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Furuta and Salway 2006).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여성 본인의 임신 과정과 출산 경험에 기반하여 숙련된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산전진찰과 출산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빈곤층에 비해 최상위층의 경우 산전진찰은 3배, 

출산도움은 2.9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McCaw-Binns, La Grenade et al. 1995, Celik and Hotchkiss 

2000, Magadi, Madise et al. 2000, Matsumura and Gubhaju 2001,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Pallikadavath, Foss et al. 2004, 

Koblinsky, Anwar et al. 2008, Babalola and Fatusi 2009, Kamal, 

Hassan et al. 2013).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거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Odds비가 0.6으로 출산서비스 

이용이 더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 시설까지의 

거리와 이동시간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Magadi, Madise et al. 2000, Gage 2007, Mpembeni, 

Killewo et al. 2007). 먼 거리는 의료 시설 부족 문제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의 의료 접근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달리 다수준 분석에서는 거리 부담 인식이 산전진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큰 문제라고 응답한 집단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 

간에는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으로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아닌 비용 부담 

자체를 결정요인으로 살펴 본 연구가 많지 않고, 일부 선행연구에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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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모성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Adamu and Salihu 2002, Gage 2007)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자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Ashagrie and Abebe 2004)에서 무료 의료 시설 이용자는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였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역시 포함되어 있었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증명서 발급을 통해 모성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느끼지 않는 그룹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농촌 거주의 경우 도시 거주에 비해 산전진찰의 

Odds비는 0.372, 출산도움의 Odds비는 0.170로 나타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Celik and 

Hotchkiss 2000, Magadi, Madise et al. 2000, 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 Mekonnen and Mekonnen 2003, Babalola and 

Fatusi 2009, Kamal, Hassan et al. 2013)를 지지한다. 한편, 인도 남부 

지역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요인을 분석한 연구(Navaneetham and 

Dharmalingam 2002)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산전 진찰 이용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인력(auxiliary nurse midwife)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고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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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모성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모성사망 4분의 3 감소라는 MDG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설 및 숙련된 의료 인력 보급 확대 

정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 증대(MDG 2), 여성의 

역량 강화(MDG 3)를 위해 동반 노력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낮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교육수준 역시 매우 

낮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여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무지로 인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이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모성건강관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건강결과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지역 중심 일차의료 프로그램(Health Extension 

Program), 보건 의료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의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성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 사업은 접근성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두 가지 정책은 거리와 비용 측면에서의 접근 장벽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주(Region)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시설과 인력 

공급과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및 인력을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전략은 여성의 자율성 향상이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고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한 에티오피아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시설 차원의 시스템 접근에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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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가정 단위의 접근을 통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의 출산율과 모성사망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산전진찰을 

받거나 출산도움을 받는 비율이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1 DHS 자료를 활용하여, 에티오피아 

여성의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수준에 따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을 통해 여성 지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나아가 가정 내 여성의 자율성을 측정하여 여성의 지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를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이다. 최근 들어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주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지역은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2003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지역 중심 일차의료 

프로그램(Health Extension Program)이 실시되어 보건 관련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에티오피아 여성의 자율성과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가 2005 EDHS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2011 EDHS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비교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수준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 수준과 공선성이 존재하는 개인 수준의 변수를 밝힌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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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과거 회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다. 

DHS 자료는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회상 기법에 기반한 정보 수집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변수였던 의사결정력의 경우, 여성의 본인의 의사결정력을 측정할 

때에 남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under-report)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Becker, Fonseca-Becker et al. 2006) 이를 참고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성건강 서비스 접근이 특히 취약한 지역에 건강관리요원 

(Health Extension Workers) 파견 및 보건진료소(Health Post) 설치를 

통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보정할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모성건강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와 같은 

인식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한계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지위에 따른 

모성건강 서비스 이용의 효과가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 및 측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여성의 

지위는 단일적인 속성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변수가 다수 

존재한다.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여성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지만,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이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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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ith the deadline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n the horizon, progress in maternal health is far from sufficient. Use 

of maternal healthcare services is associated with improved maternal 

health outcomes. Considering Ethiopia’s high level of maternal 

mortality and low level of women’s status,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maternal healthcare use is important. Although women’s 

autonomy or status within the household is cited as a barrier to using 

maternal health care in Asian countries, little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African countries.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maternal healthcare use in Ethiopia, focusing on individual 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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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Methods: Data on ever-married women aged 15-49 from the 2011 

Ethiop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were analyzed to explore 

women’s status-decision making power, economic independency and 

attitude toward wife beating. Multi-level analysis models assessed 

the relationship of these variables to use of skilled antenatal care and 

delivery assistance. 

 

Results: Results indicate that women’s status remains significant even 

after adjusting for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Few women 

reported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much fewer had 

economic independency. Women’s status including the decision 

making power, economic independency and attitude toward wife 

beating was linked to an increased likelihood of using skilled antenatal 

care(Odds ratios, 1.908, 1.301 and 1.258 respectively). Attitude 

toward wife beating were also linked to an increased likelihood of 

using skilled delivery care(Odds ratios 1.418). Besides women’s 

status, results highlight women’s educa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e 

on the skilled maternal health care use in Ethiopia. Education is the 

only individual level variable that is consistently a significant predictor 

of antenatal care and delivery assistance. Results also demonstrate 

the need to look beyond individual level factors when examining the 

maternal healthcare use in Ethiopia. At the area level, urban residence 

and region are strong predictors of antenatal care an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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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Conclusions: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healthcare use operate at 

individual level and area level. Low level of women’s status constrains 

women’s access to skilled maternal health care in Ethiopia. 

Interventions to strengthen women’s empowerment deserve to be 

supported. The strong association of women’s education with 

maternal health care use means the needs for efforts to increase 

primary education program and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skilled maternal health care. 

 

 

Keywords: Maternal health services; Health care use; Women’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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