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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베트남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본 연구는 베트남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인구변동 및 가족 계획 조사(Population change 

and Family Planning Survey)’와 ‘베트남 가계 표준 

조사(Vietnamese Household Living Standard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차별 출산력을 분석하였다. 베트남 5개의 직할시와 

58개의 1급 행정구인 성(省)을 대상으로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기되대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봉가르츠의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여 생물행동학적인 근결정요인과 사회경제적인 

원결정요인으로 나누었으며 근결정요인으로는 피임율, 유배우자율, 

낙태율, 모유수유율을 활용하였고, 원결정요인으로는 도시화율, 

초혼연령, 영아사망률, 여성고등교육비율, 여성경제활동비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근결정요인들 중에서 피임율과 모유수유율은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유배우자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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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전반적인 결과는 비슷하지만 효과의 

크기가 각기 달랐으며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경우, 낙태율도 출산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지역별로 각각의 피임, 

낙태, 모유수유의 효과를 살피어 생식 및 모자보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결정요인들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아사망률과 여성경제활동비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고 

도시화율은 출산에 음의 영향력을 미쳤다. 원결정요인들도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도시화율은 도시화가 비교적 덜 

된 북중부 산악지방에서는 음의 영향력을 발휘했고 도시화가 

비교적 높은 홍강 삼각주 지방에서는 출산에 양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여성경제활동이 출산에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홍강 삼각주는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이 지방의 

사회적 분위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체 

모형에서는 소득수준이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방별로는 도시화와 소득수준이 함께 높거나 낮은 지방에서는 

출산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화가 높은 

지방에서는 출산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성고등교육도 전체 

모형에서는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메콩강 

삼각주 지방에서는 출산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베트남 

지역별로 출산율과 그 영향 요인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보건정책의 개발 과정은 각 지역별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의 각 

중앙직할시, 성(省)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출산력 현황을 비교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장단기 인구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출산력 기존 분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출산력, 패널 데이터 분석, 확률효과모형, 지역별 분석, 

인구보건정책, 베트남  

학 번 : 2016-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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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부분의 눈부신 경제발전 성과를 거둔 동아시아국가들이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한 반면 베트남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7%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합계출산율 2.1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 2.1 수준은 안정 인구 

모형에서 특정 사회의 인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를 대체 출산율(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라고 부른다(Jun, 2006). 베트남은 표면적으로 이례적인 

대체 출산율 유지 국가이지만 내부를 살필 경우, 각 지역마다 

출산율의 차이가 있다. 적게는 1.3수준에서부터 많게는 

3.5수준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별 차별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북의 기후 차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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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문화 및 민족의구성도 다양하다(Kotra, 2017). 베트남의 

역사는 북부지역에서 시작돼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남부에 있는 

호찌민 시는 약 300년전에 베트남의 영토가 됐다. 이렇게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베트남에서 출산력을 

분석을 할 때, 개인적인 측면과 함께 반드시 이러한 지역별 

환경요인을 고려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발전수준 및 제도와 같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은 그 구성원들의 출산 의지 및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에 따라 그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동질적인 유사성이 형성될 것이다. 즉, 교육수준 등 

개인적인 특성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주하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출산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간 출산 수준 격차에 영향과 그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만일 지역간 출산 수준의 

차이가 주로 개인적 특성이 아닌 지역적 특성인 사회환경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전혀 다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적인 요인, 즉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인 출산 연령, 

가임력과 같은 요인들이 문제라면 불임지원정책, 혼인지원정책, 

출산장려금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지만 지역의 문화 및 사회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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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면 이전의 접근법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변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역이라는 요소가 

경제, 사회, 지리적 포괄성과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 따라서 출산력의 지역간 

차이를 설명할 때는 지역이란 변수 속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성, 

정책, 자원분배, 문화, 경제수준, 인구구성 등의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출산력의 차이에 대한 지역적 접근방식은 

이전에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산율과 영향 요인과의 관계를 

지역별로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생식보건 및 모자보건정책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베트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현재 한국의 저출산 사회에 어떤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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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베트남의 지역별 차별 출산력을 확인한다. 

둘째, 베트남의 지역별 출산력 차별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셋째, 베트남의 지역별 차별 출산력과 영향요인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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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가설 

2.1 문헌고찰 

2.1.1. 출산력 분석 모형 검토 

  

출산은 인구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출산을 통해 미래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분석모형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사회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신고전주의 미시경제이론(Neocalssical micro economic theory)과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은 대표적인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출산으로의 접근법이다.  

신고전주의의 미시경제이론은 라이벤슈타인(H.Leibenstein, 

1974)의 ‘한계효용이론’과 베커(G.Becker, 1974)가 제시한 

‘소비수요이론’을 바탕으로 출산력이 주어진 가구 소득의 제약 

하에서 부모의 소비, 자녀의 소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출산력은 그 당시의 

소득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득까지 고려하여 

어떠한 삶의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삶의 형태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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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cohort)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 그 세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순수한 경제이론에 

세대간에 형성된 가치관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가미한 

이론은 이스터린(R. A. Easterlin, 1975)의 ‘수급절충이론’을 거쳐 

프리드만(D. Freedman, 1979)의 ‘상대소득가설’까지 다양한 

수정과 변화를 거치며 발전하게 된다.   

인구변천이론(Kirk, 1996)은 기본적으로 출생과 사망의 추세에 

따른 인구 성장의 변동 유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른 사회변동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전제가 근대화와 출생률의 인과적 관계인 것이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감소되는 이유를 도시화, 산업화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혼인 연령이 증가하며, 

이와 맞물려 가족계획, 피임법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고 본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출산을 분석한 

모형들이 있다면 또 다른 관점은 여기서 확장시켜 출산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제일 먼저 사회학자인 데이비스와 블레이크(Davis&Blake, 

1956)는 출산까지의 전 과정을 성교, 임신, 출산의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과정들이 크게 두가지 주요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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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두가지가 바로 근결정요인(Proximate determinants)과 

원결정요인(Distal determinants)이다. 근결정요인 또는 

행동적/생물학적 메커니즘(mechanism)은 가장 직접적으로 위의 

출산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원결정요인 혹은 

일반적 특성(background factors)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출산의 전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은 

봉가르츠(Bongaarts, 1978)와 봉가르츠와 포터(Bongaart&Poter, 

2013)에 의해 수정과 발전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봉가르츠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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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출산력 영향 요인 검토 

 

  위의 모형을 근거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근결정요인과 

원결정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우선 출산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서 근결정요인인 

생물학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순수한 생물학적 임신능력인 

가임력(fecundity)과 성교빈도, 유산, 피임 등을 의미한다.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여성이 피임, 유산, 금욕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임기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의미한다(한국인구학회, 2006). 보통 생물학적 조건에서 가임의 

어려움, 임신 중 유산, 불임 등에 따라 최대 가임력은 약 15명으로 

제한된다고 한다(Davis & Blake, 1956). 다산의 전통 사회였던 

과거부터 저출산 사회의 현재까지 출산력은 가임력보다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실제 출산율 감소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근결정요인들로 개발도상국에서는 피임실천 수준과 인공임신중절, 

모유수유로 인한 불임 효과를 제시한다(Bulatao, 1984).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생물학적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사회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 등에 영향을 받고 

규제된다(Bongaarts, 1978). 따라서 출산의 근결정요인인 혼인, 

성교빈도, 피임, 유산, 모유수유는 도시화, 소득, 건강, 젠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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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은 생활양식의 변화,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출산력 변천의 중요한 조건으로 

이해된다(Caldwell, 1982). 소득수준이나 실업, 경제적 삶의 조건도 

출산을 연기하거나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Esterlin, 1969). 

또한 사망의 감소가 출산을 감소시키며 다수의 연구에서 

영아사망률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Barnum&Mundial, 1988). 혼인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그 시기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출산력이 2차 성징 이후 20대 

중반에 가장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기 때문이다(Homan et 

al, 2007; Leridon&Slama, 2008). 특히 한국에서는 초혼 연령의 

상승을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진미정∙정혜은, 

2010). 한편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으로서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자율적으로 그들이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출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증가할수록 출산은 감소한다고 

한다(Birdsall&Jamison, 1983;Martine et al, 2013;Jejeebhoy, 

1995;Morgan, 2003;Sleebo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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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출산영향요인들은 

근결정요인인 생물학적인 요인을 개인 수준의 요인이라 한다면 

원결정요인인 사회경제적 요인은 좀 더 지역이나 국가수준의 

요인이기에 지방정부나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출산력의 지역간의 차이를 설명할 때는 

‘지역’이라는 변수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책, 자원분배, 문화, 

경제수준, 인구구성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산력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치중되어 왔고 지역 수준의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Hank, 2002).  

 

 2.1.3. 베트남 출산력 선행연구 검토 

  

베트남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출산력 연구는 많지만 

베트남 단독으로 출산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먼저 Das et 

al(2013)이 1997년과 2002년 데이터를 비교하여 근결정요인들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피임율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 다음 유배우자율, 모유수유율과 같은 산후 

자연적 불임기간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근결정요인들 

중 낙태율은 가장 낮게 측정되어 그 효과가 가장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요인들과 베트남 출산력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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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 Nguyen-Dinh(1997)연구는 1988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여성의 사회진출은 출산에 유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의 사회진출이 출산에 유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대부분 직장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면서 부부의 분리가 출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결론은 농업이 아닌 분야에 종사하는 

남편을 둔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둔 여성보다 더 

출산율이 낮다고 한다. 또한 교육수준과 수입의 안정성이 출산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1988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베트남 남부와 북부,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혼인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 결혼에서 첫째아 출산까지의 간격을 

중심으로 분석한 출산력 연구(Luc et al., 1993)가 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20세 전에 첫째아를 출산하였으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늦게 첫째아를 출산하였으며 

특히 북부 지역이 남부보다 첫째아 출산 연령이 높았다. 혼인 

연령도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 여성일수록 낮았으며 도시에 살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높았다. 그리고 북부에 사는 농촌 

여성이 혼인으로부터 첫째아 출산까지의 간격이 남부 도시에 사는 

여성보다 짧았으나 혼인으로부터 첫째아 출산까지의 간격은 

교육수준과는 무관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낙태율과 출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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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Teerawichitchainan&Amin, 2010)는 비교적 가장 최근의 

2001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족별 낙태율과 출산율을 비교분석 

하였다. 북중부산악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Kinh 다수민족(Kinh 

majority)와 중국 소수민족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낙태율, 

피임도구 사용율을 나타냈다.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아이가 하나 혹은 둘 이상이거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고 주류의 민족 집단일수록 낙태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일수록 현대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보다 낙태율이 높았다. 이처럼 베트남 출산력 연구는 

그 수가 적으며 대부분 단면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을 

단순히 북부와 남부, 혹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소 단편적이며 대략적인 분석이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자료를 바탕으로 영향 요인과 출산력 간의 

관계를 다양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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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가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지역별 출산율이 차이가 있다. 

2. 베트남 지역별 출산영향요인이 차이가 있다. 

3. 근결정요인들 중 피임도구사용율이 출산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4.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은 감소할 것이다. 

5. 여성의 사회참여는 출산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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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크게 북중부산악지역(R1: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s), 홍강삼각주지역(R2: Red River Delta), 

북남중앙해안지역(R3: North and South Central Coast), 

중앙고원지역(R4: Central highlands), 남동지역(R5: Southeast), 

메콩강삼각주지역(R6: Mekong River Delta)으로 6개의 지방으로 

구분된다<그림 1>.  

 

 

 

 

 

 

 

 

 

<그림 2> 베트남 지리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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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는 총 3단계로 제 1급 행정구인 성(省), 제 2급 

행정구인 현(縣), 제 3급 행정구인 사(社)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1급 행정구인 58개 성과 중앙 직할시 5개를 포함한 

총 63개 베트남 지역을 분석 단위로 지역별 차별 출산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지역은 아래의 표<1>와 같다. 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도로 총 6개년이며 베트남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인구변동 및 가족 계획 조사(Population change and 

Family Planning survey)”와 “베트남 가계 표준 

조사(Vietnamese Household Living Standard Survey)“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출산력 지표와 독립변수인 근결정요인, 

원결정요인들을 산출하였다.  

<표1> 연구대상 지역(성 및 직할시*) 

지방 지역명(베트남어 표기) 

1. 

북중

부산

악 

1 하장 

(Hà Giang), 

2 까오방 

(CaoBằng), 

3 박깐 

(Bắc Kạn), 

4 뚜옌꽝 

(TuyênQuang) 

5 라오까이 

(Lào Cai) 

6 디엔비엔 

(Điện Biên), 

7 라이쩌우 

(Lai Châu) 

8 선라 

(Sơn La) 

9 옌바이 

(Yên Bái) 

10 호아빈 

(Hoà Bình) 

11 타이응우옌 

(Thái 

Nguyên) 

12 랑선 

(Lạng Sơn) 

13 박장 

(Bắc Giang) 

14 푸토 

(Phú Thọ) 

 

2. 

홍강

삼각

주 

15 하노이 

(Hà Nội)* 

16 꽝닌(Quảng 

Ninh) 

17 빈푹 

(Vĩnh Phúc) 

18 박닌 

(Bắc Ninh) 

19 하이즈엉 

(HảiDương) 

20 하이퐁 

(HảiPhòng)* 

21 흥옌 

(Hưng Yên) 

22 타이빈 

(Thái Bình) 

23 하남 

(Hà Nam), 

24 남딘 

(Nam Định) 

25 닌빈(Ninh Binh) 

3. 

북남

중앙

해안 

26 타인호아 

(Thanh Hoá) 

27 응에안 

(Nghệ An) 

28 하띤 

(Hà Tĩnh) 

29 꽝빈 

(QuảngBình) 

30 꽝찌 

(Quảng Trị) 

31 투아티엔후에 

(Thừa 

Thiên-Huế), 

32 다낭 

(ĐàNẵng)* 

33 꽝남(Quảng 

Nam), 

34 꽝응아이 

(QuảngNgãi) 

35 빈딘 

(Bình Định) 

36 푸옌 

(Phú Yên) 

37 카인호아 

(Khánh 

Hòa), 

38 닌투언 

(Ninh Thuận) 

39 빈투언 

(BìnhThu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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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 지역별 출산력을 파악하고자 합계출산율을 

활용하였으며 출산력의 근결정요인들은 유배우자비율, 피임률, 

낙태율, 모유수유율을 활용하였다. 모두 베트남의 인구변동 및 

가족계획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 

수를 분모로 하여 각각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원결정요인들 중 사회 

지표인 도시화율, 초혼연령과 보건 지표인 영아사망률은 동일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외의 교육 지표인 여성고등교육비율, 

경제 지표인 소득수준,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베트남 가계 표준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지표와 출처가 요약된 

내용은 아래의 표<2>과 같다. 

<표 2> 연구자료 및 출처 

4. 

중앙

고원 

40 꼰뚬 

(Kontum) 

41 잘라이 

(GiaLai) 

42 닥락 

(Daklak) 

43 닥농 

(DakNông) 

44 럼동 

(LâmĐồng) 

5. 

남동 

45 빈프억(Bình 

Phước) 

46 떠이닌 

(Tây Ninh) 

47 빈즈엉(Bình 

Dương) 

48 동나이(Đồng 

Nai) 

49 바리어붕따우 

(Bà Rịa-

Vũng Tàu) 

50 호찌민 

(Hồ Chí Minh)* 

6. 

메콩

강삼

각주 

51 롱안 

(Long An) 

52 띠엔장(Tiền 

Giang) 

53 벤째 

(Bến Tre) 

54 짜빈 

(Trà Vinh) 

55 빈롱 

(Vĩnh Long) 

56 동탑 

(Đồng Tháp) 

57 안장 

(An Giang) 

58 끼엔장 

(Kiên Giang) 

59 껀터 

(Cần Thơ)* 

60 하우장 

(HậuGiang) 

61 속짱 

(Sóc Trăng) 

62 박리에우 

(Bạc Liêu) 

63 까마우 

(Cà Mau) 

구분 지표명 출처 

종속변수 출산력 합계출산율 베트남 통계청 

“인구변동 및 가족 

계획 조사(Population 

Change and Family 

독립변수 근결정요인 유배우자율 

피임율 

낙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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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정의 

3.2.1 종속변수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합계출산율은 출산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간출산율이다. 

이는 어떤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 패턴이 지속된다고 할 때, 가임 

여성이 가임 기간을 통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자녀 수를 

가리킨다. 여기서 가임 여성은 보통 15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여성으로 조작되며 연령별출산율(ASFR, Age Specific Fertility 

Rate)은 각 연령에 속한 여성이 낳은 자녀의 수를 해당 연령 

여성의 연앙 인구에 나눈 비율로 이러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 

최종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58개 성과 

5개의 중앙직할시의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모유수유율 Planning Survey)” 

원결정요인 도시화율 

초혼연령 

영아사망률 

여성고등교육비율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가계 표준 

조사(Vietnamese 

Household Living 

Standard Survey)” 

여성경제활동비율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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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봉가르츠(1978)의 출산력 영향요인의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여 생물행동학적요인인 근결정요인과 사회경제적요인인 

원결정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2.2.1. 근결정요인 

1) 유배우자율 

유배우자율은 가임기 여성의 정기적인 성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산출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성행위를 하는 모든 여성들을 포함해야 

하지만 측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식 혼인을 한 가임기 여성은 

정기적으로 성행위를 한다고 가정하고 유배우율로 성행위 여부를 

파악하였다.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유배우자율 =  
가임기 여성 중 결혼한여성수

가임기여성수
 Ⅹ 100 

 

2) 피임율 

피임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된 모든 고의적인 행위로 

경구피임약(Pill), 자궁내장치(IUD, Intrauterine device), 

콘돔(Condom), 페서리(Diaphragm), 주사(Injections), 

불임시술(Sterilization), 자연 주기 금욕(Periodic Abstinenc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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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임신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다.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피임율 =
가임기 여성 중 피임한 여성수

가임기여성수
× 100 

 

3) 낙태율 

낙태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28주 이전)의 임신 시기에 

중절 혹은 사산되어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낙태율 =
가임기 여성 중 낙태한 여성수

가임기여성수
× 100 

 

4) 모유수유율 

출산 후 여성은 정상적으로 배란 및 월경이 회복되기까지 자연 

임신이 힘들다. 특히나 산후 모유수유는 젖분비호르몬(Prolactin)의 

작용으로 배란이 억제되므로 자연 피임 효과가 있다.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모유수유율 =
가임기 여성 중 모유수유한 여성수

가임기여성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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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원결정요인 

1)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전체의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도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규모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도시화율 =
지역도시거주인구

지역총인구수
× 100 

 

2) 평균초혼연령 

평균초혼연령은 유배우경험이 있는 사람의 초혼 시 평균연령으로 

정의한다. 각 세별 혹은 연령 집단 별 초혼 동태 정보에 기초하여 

평균연령을 계산할 수 있다.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평균초혼연령 =
연령집단별 초혼연령

연령집단의 개수
 

 

3) 1인당 지역별 국내총생산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으로 1인 

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해당 국가의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63개 지역별 국내 총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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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각 지역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비교하였다. 

 

4) 영아사망률 

출생 후 1년 안에 사망한 영아의 사망률은 그 지역의 위생상태, 

더 나아가서는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보건 지표들 중 하나로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영아사망률 =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아이수

총출생아수
× 1000 

 

5) 여성고등교육비율 

여성고등교육비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며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여성고등교육비율 =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수

총여성의수
× 100 

6) 여성경제활동비율 

여성경제활동비율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활동을 나타내며 

사무직, 생산직, 농림수산직, 판매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산출된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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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비율 =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수

총 여성의 수
× 100 

 

3.2.3. 변수 변환 

대부분의 변수가 비율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비율은 이항적 

특성을 갖기에 선형 모형의 등분산 가정을 위배 시킨다. 따라서 

아크사인변형(Arcsine transformation)으로 이항적 변수들의 

분산을 교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소득의 경우, 분포의 격차가 

크며 비대칭적이므로 로그 변형(Log transformation)을 통해 

변수의 분산을 교정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베트남의 63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변동 및 가족 계획 

조사(Population change and Family Planning survey)”와 

“베트남 가계 표준 조사(Vietnamese Household Living Standard 

Survey)“를 바탕으로 한다. 데이터의 구성이 63개 지역별 단위의 

횡단면 테이터(Cross-sectional data)를 여러 기간에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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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패널 데이터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함으로서 횡단면 혹은 시계열 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고,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Wooldridge, 2002).  

패널 분석은 횡단면분석이나 시계열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한 

누락변수(Unobserved omitted variable)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 

다시 말해 패널 분석은 회귀모형에서 설명되지 않고 남은 

오차항에서 지역(개체)특성효과와 시간특성효과로 분리하여 

모수추정치를 보다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지역(개체)특성효과는 베트남 각 지역들의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기후, 문화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시간특성효과는 

특정시기에 모든 베트남 지역들의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효과이다. 예컨대 정부의 출산 정책, 경제 변동 등 모든 지역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시점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패널 분석은 선형 회귀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지역(개체)특성 효과와 시간특성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의 베트남 지역별 출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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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𝑌𝑖𝑡 =  𝛼 + 𝛽𝑋𝑖𝑡 + ⋯ + 𝜖𝑖𝑡  

𝜖𝑖𝑡 =  𝜇𝑖 + 𝜆𝑡 + 𝜐𝑖𝑡  

𝜇𝑖 =  관찰되지 않은 개체(지역)특성 효과 (𝑢𝑛𝑜𝑏𝑠𝑒𝑟𝑣𝑎𝑏𝑙𝑒 𝑖𝑛𝑑𝑖𝑣𝑖𝑑𝑢𝑎𝑙 𝑒𝑓𝑓𝑒𝑐𝑡) 

𝜆𝑡 =  관찰되지 않은 시간특성 효과 (𝑢𝑛𝑜𝑏𝑒𝑟𝑣𝑎𝑏𝑙𝑒 𝑡𝑖𝑚𝑒 𝑒𝑓𝑓𝑒𝑐𝑡) 

𝜐𝑖𝑡 = 확률적 교란항 (
𝑟𝑒𝑚𝑎𝑖𝑛𝑑𝑒𝑟 𝑠𝑡𝑜𝑐ℎ𝑎𝑠𝑡𝑟𝑖𝑐 𝑑𝑖𝑠𝑡𝑢𝑟𝑏𝑎𝑛𝑐𝑒 𝑡𝑒𝑟𝑚

즉 각 지역 𝑖와 시간 𝑡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
) 

 

 위의 식을 베트남의 지역별 차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𝑌𝑖𝑡)는 

연도별 지역별 합계 출산율이며, 독립변수( 𝑋𝑖𝑡) 는 연도별 지역별 

근결정요인과 원결정요인들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합동(Pooling)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여 선형회귀모형을 실행하면 각 

지역특성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회귀계수(𝛽)가 추정된다. 그리고 

상수항(α), 관찰되지 않는 지역특성 및 시간 효과는 오차( 𝜖𝑖𝑡)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패널 분석은 지역(개체)특성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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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특성효과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패널 

데이터에서 지역과 시점 차이를 어떻게 가정 하느냐에 따라 패널 

분석 모형이 유형화 될 수 있다. 이렇게 관찰되지 않는 효과가 

임의적(Random) 혹은 확률적이라고 가정하는 모델을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라고 하고 이를 고정된 

모수로 가정하는 모델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한다. 두 모형 모두 지역(개체)특성효과를 인정하지만 가정에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은 시간에 따라 고정불변의 

지역(개체)특성으로 가정하고 확률효과모형은 지역(개체) 간 

특성이 유동적으로 확률적분포라 가정하는 것이다. 

 

3.4 분석절차 

 

패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되지 않은 효과를 통제하여 

모수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민인식&최필선, 2012). 다양한 유형의 패널 

모형은 각각의 장단점과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합동모형(POLS: 

Pooled Ordinary Least Square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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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같은 패널 

모형들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검정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먼저 F 검정(F-Statisitic) 혹은 Chow 검정은 합동모형이 

고정효과모형보다 적합한가를 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정효과모형의 지역(개체) 혹은 시간특성효과가 더미 변수로 

포함된 전체 모형(full model)과 더미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축소 

모형(reduced model)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에 

포함된 모든 더미변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𝑌𝑖𝑡 =  α +  β𝑋𝑖𝑡′ + 𝑒𝑖𝑡(𝑟𝑒𝑑𝑢𝑐𝑒𝑑 𝑚𝑜𝑑𝑒𝑙) 

𝑌𝑖𝑡 =  𝛼𝑖 +  β𝑋𝑖𝑡′+ 𝑒𝑖𝑡(𝑓𝑢𝑙𝑙 𝑚𝑜𝑑𝑒𝑙) 

𝐻𝑜 = 𝛼1 = 𝛼2 = ⋯ . = 𝛼𝑛 = 𝛼(합동모형𝑟𝑒𝑑𝑢𝑐𝑒𝑑 𝑚𝑜𝑑𝑒𝑙) 

𝐻𝛼 = 𝑁𝑜𝑡 𝑎𝑙𝑙 𝛼𝑖 𝑎𝑟𝑒 𝑒𝑞𝑢𝑎𝑙(고정효과모형𝑓𝑢𝑙𝑙 𝑚𝑜𝑑𝑒𝑙) 

 

귀무가설은 패널 모형의 절편이 나타내는 지역(개체) 혹은 

시간특성의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립가설은 

지역(개체) 혹은 시간특성효과가 존재하여 절편의 값이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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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된 경우 고정효과 모형이 합동모형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정 방법은 고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일 뿐 유의하지 않더라도 지역(개체) 혹은 

시간특성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여도 고정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확률효과모형과 합동모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확률효과모형과 합동모형 중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 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Breuch-Pehan LM (Lagrange 

Multiplier)방법을 활용한다. LM 검정은 확률효과 모형에 포함된 

지역(개체) 혹은 시간특성효과의 분산이 ‘0’인지에 대한 검정을 

하는 것으로 만약 분산이 ‘0’이라는 의미는 지역(개체) 혹은 

시간특성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합동모형을 

선택하여도 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𝜆𝐿𝑀 =  
𝑁𝑇

2(𝑇 − 1)

∑ (∑ 𝑒𝑖𝑡
𝑇
𝑖=1

𝑁
𝑖=1 )2

∑ ∑ 𝑒𝑖𝑡
2𝑇

𝑖=1
𝑁
𝑖=1

− (𝑥1
2) 

𝐻𝑜 = 𝑣𝑎𝑟(𝛼𝑖) =  𝜎𝑒
2 

𝐻𝛼 = 𝑣𝑎𝑟(𝛼𝑖) = 𝜎𝜐
2 + 𝜎𝑒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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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은 합동모형이고 대립가설은 확률효과모형이다. 즉 

확률효과모형에 포함된 지역(개체)과 시간특성효과의 분산이 

‘0’인지 여부에 대해 검정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됨으로써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  

위의 두 검정들을 통해 지역(개체) 혹은 시간특성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효과가 고정된 

효과인지 확률적인 효과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기준은 

지역(개체)특성효과가 설명변수들과 상관되어 있는 가의 여부이며 

만일 상관성이 있다면 고정효과모형을, 상관성이 없다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다. 이렇게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Hausman 검정을 

활용한다.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각각 

𝐻𝑜: Cov(α, X) = 0, 𝐻𝛼: Cov(𝛼𝑖, 𝑋𝑖𝑡) ≠ 0으로 표현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며 기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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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기초분석 

4.1.1. 합계출산율 

종속변수인 베트남 합계출산율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세는 아래의 <그림 3>, <표 3>와 같다.  

<그림 3> 베트남 합계출산율 (2010년-2015년) 

 

<표 3> 베트남 지방별 합계출산율 (2010년-2015년) 

 

전반적인 합계출산율 추이는 2010년 2.13수준에서 2015년 

2.23수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지리적으로 크게 6개의 지방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2.134 2.121 2.185 2.173 2.228 2.231 

1. 북중부산악 2.274 2.259 2.334 2.204 2.567 2.678 

2. 홍강삼각주 2.061 2.086 2.153 2.148 2.363 2.346 

3. 북남중앙해안 2.263 2.250 2.348 2.392 2.284 2.304 

4. 중앙고원 2.758 2.682 2.568 2.486 2.422 2.30 

5. 남동 1.890 1.830 1.780 1.940 1.768 1.758 

6. 메콩강삼각주 1.778 1.78 1.916 1.91 1.826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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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 살필 경우 북중부산악, 홍강삼각주, 북남중앙해안 지방은 

상승하였으나 중앙고원, 남동, 메콩강삼각주 지방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방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중앙 고원 지방이었으나 2014년부터 

북중부산악지방이 역전하면서 최근 2015년 2.68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방은 남동지방으로 

메콩강삼각주 지방과 함께 꾸준히 대체 출산율 2.1수준보다 낮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림 4> 베트남 지방별 합계출산율 (2010년-2015년) 

 

이를 더 세분화하여 직할시와 성(省)단위로 살필 경우 지방 

안에서도 성(省)별로 그 분포와 추이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북중부산악지방 안에서도 타이응우옌(Thái Nguyên)은 

2010년 1.90수준에서 2015년 2.52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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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나 하장(Hà Giang)은 2010년 3.05수준에서 2015년 

2.9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남동지방안에서도 호찌민(Hồ Chí Minh) 1.3수준부터 빈프억(Bình 

Phước) 2.43수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출산율의 양상이 그 내면은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2. 근결정요인 

 설명 변수들 중 근결정요인들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국적인 추이는 아래의 <그림 5>, <표 4>와 같다.  

<표 4> 베트남 유배우자율, 피임율, 낙태율, 모유수유율 

 (2010년-2015년) 

 

먼저 유배우자율은 2010년 68%에서 2013년도 71%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도에 67%를 

기록하였다. 피임 비율도 2010년 약 53%에서 2013년 55%까지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약 51%를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배우율 68.05 68.37 69.20 70.71 69 67.37 

피임율 53.14 53.81 53.11 54.74 53.05 51.44 

낙태율 0.53 0.39 0.36 0.22 0.25 0.29 

모유수유율 57.68 57.57 57.54 57.21 57.05 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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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그림 5> 베트남 유배우자율, 피임율, 낙태율, 모유수유율 

(2010년-2015년) 

 

반면 낙태 비율은 2010년 0.53%에서 2013년 0.22%까지 

감소하다 2015년 0.29%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유수유는 2010년 58%에서 57%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유배우자율과 피임율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낙태는 그 둘과는 정반대, 그리고 모유수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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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배우자율 

이를 세분화하여 지방별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유배우자율의 

경우, 북중부산악지방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제일 높은 유배우자율을 기록하였고, 남동 지방이 가장 낮은 

유배우자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합계출산율과 동일한 결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유배우자율 또한 높았다. 또한 그 추이를 

살피면 모든 지방들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3년도에 최고점을, 2015년도에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표 5> 베트남 지방별 유배우자율(2010년-2015년) 

 

성(省)별로는 북중부산악 지방의 하장(Hà Giang)이 80%로 가장 

높은 유배우자율을 기록하였고 남동 지방의 호찌민(Hồ Chí Minh)이 

54%로 가장 낮은 유배우자율을 기록하였다. 성들의 패턴은 

전반적으로 지방의 패턴과 일치했으나 중앙고원 지방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68.05 68.37 69.20 70.71 69 67.37 

1. 북중부산악 73.35 73.62 75.22 77.14 75.84 74.58 

2. 홍강삼각주 69.39 70.28 69.79 71.58 70.20 68.88 

3. 북남중앙해안 64.33 64.16 65.68 67.28 65.12 63.06 

4. 중앙고원 69.24 68.92 69.15 70.45 68.57 66.83 

5. 남동 61.51 61.71 63.44 64.39 62.97 61.62 

6. 메콩강삼각주 67.77 68.48 68.68 69.75 67.76 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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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락(DakLak)은 예외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0년에 64%였던 유배우자율이 2015년에 70%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6> 베트남 지방별 유배우자율(2010-2015년) 

 

2) 피임율 

피임율은 유배우자율과 같이 북중부산악지방이 가장 높았으며 

남동지방이 가장 낮았다. 피임율의 변화 추세는 전반적으로 

2013년도에 최고점을 기록하여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중 

중앙고원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미미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 2013년 최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앙고원 지방은 2012년도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3년도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시 하락했다. 여섯 지방 중 북중부산악지방을 

제외하고 2015년도는 2010년도에 비해 더 낮은 피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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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표 6> 베트남 지방별 피임율(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53.14 53.81 53.11 54.74 53.05 51.44 

1. 북중부산악 56.35 57.37 56.52 58.45 57.77 57.10 

2. 홍강삼각주 54.22 55.69 54.20 55.93 54.38 52.90 

3. 북남중앙해안 50.77 50.86 51.08 52.80 50.24 47.81 

4. 중앙고원 54.50 54.39 53.09 54.65 52.54 50.53 

5. 남동 46.86 47.57 47.50 49.32 47.43 45.62 

6. 메콩강삼각주 53.70 54.24 53.28 54.36 52.67 51.04 

 

<그림 7> 베트남 지방별 피임율(2010년-2015년) 

 

성(省)별로는 북중부산악지방의 박칸(Bắc Kạn)이 64%로 가장 

높은 피임율을 기록하였고 호찌민(Hồ Chí Minh)이 37%로 가장 

낮은 피임율을 기록하였다. 피임율의 추이는 전반적으로 

2013년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몇몇 성들은 

예외적인 패턴을 보였다. 먼저 북중부산악지방의 디엔비엔(Điệ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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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ên)은 2010년 46%였던 피임율이 2015년 55%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랑선(Lang Son)은 꾸준히 55%-56%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반면 중앙고원 지방의 닥농(DakNông)은 

가장 큰 변화율을 보였는데, 2010년 62%에서 2012년 52%까지 

피임율이 감소하고는 58%까지 상승하였지만 다시 하락하여 

2015년도에 56%를 기록하였다. 

3) 낙태율 

전반적으로 낙태율은 북중부산악 지방에서 가장 높고 

북남중앙해안 지방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모든 

지방에서 2010년 대비 2015년이 감소하였지만 그 추이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다. 북중부산악, 홍강삼각주, 중앙고원, 

메콩강삼각주 지방은 2013년도까지 꾸준히 낙태율이 감소하다 

2014년도부터 소폭 상승하였고, 북남중앙해안과 남동 지방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었다. 

<표 7> 베트남 지방별 낙태율(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0.53 0.39 0.36 0.22 0.25 0.29 

1. 북중부산악 0.88 0.61 0.58 0.41 0.49 0.56 

2. 홍강삼각주 0.74 0.66 0.65 0.29 0.35 0.41 

3. 북남중앙해안 0.27 0.16 0.22 0.09 0.11 0.13 

4. 중앙고원 0.33 0.19 0.13 0.08 0.11 0.14 

5. 남동 0.28 0.28 0.16 0.17 0.15 0.14 

6. 메콩강삼각주 0.46 0.27 0.20 0.14 0.17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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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베트남 지방별 낙태율(2010년-2015년) 

 

 성(省) 별로는 북중부산악 지방의 하장(Hà Giang)이 2.3%로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하였고 중앙고원 지방의 럼동(LâmĐồng)이 

0.02%로 가장 낮은 낙태율을 기록하였다. 예외적인 낙태율 패턴을 

보인 지역은 북중부산악 지방의 디엔비엔(Điện Biên)으로 2010년 

0.9%였던 낙태율이 2015년 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반대로 홍강삼각주 지방의 빈푹(Vĩnh Phúc)은 2010년 1.1%였던 

낙태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0.3%를 기록하였다.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평균 낙태율이 0.16%로 타지방에 비해 낮은 

낙태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타인호와(Thanh Hoá)는 이를 훨씬 

웃도는 0.9%까지 기록하며 북남중앙해안 지방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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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유수유율 

전반적으로 모유수유율은 남동 지방이 가장 높고, 북중부산악 

지방이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며 합계출산율, 유배우자율, 

피임율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베트남 전국적으로는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각 지방별로는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북중부산악과 북남중앙해안, 남동, 메콩강삼각주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으며 홍강삼각주 지방은 꾸준히 감소하였고 

중앙고원 지방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도 

대비 2015년 모유수유율이 상승한 지방은 북남중앙해안, 중앙고원, 

남동, 메콩강삼각주 지방이며 감소한 지방은 북중부산악, 

홍강삼각주 지방이다. 특히나 중앙고원 지방은 타지방이 

모유수유율이 감소하거나 상승율이 미비한데 비해 2010년도 

45%에서 2015년도 56%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표 8> 베트남 지방별 모유수유율(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57.68 57.57 57.54 57.21 57.05 56.88 

1. 북중부산악 55.25 54.80 55.15 56.84 51.96 47.23 

2. 홍강삼각주 59.04 57.67 57.73 57.24 55.87 54.53 

3. 북남중앙해안 55.10 55.12 54.05 52.78 54.46 56.07 

4. 중앙고원 44.87 46.65 50.62 51.14 53.85 56.40 

5. 남동 63.29 64.15 66.08 62.32 64.70 66.95 

6. 메콩강삼각주 64.27 64.28 62.43 62.33 64.04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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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베트남 지방별 모유수유율(2010년-2015년) 

 

성(省)별로는 남동 지방 호찌민(Hồ Chí Minh)이 76%가 가장 

높고 북중부산악 지방의 호아빈(Hoà Bình)이 37%로 가장 낮은 

모유수유율을 기록하였다. 호아빈은 2010년 56%였던 수유율이 

2015년 37%까지 떨어져 급격한 모유수유율 감소를 보였으나 

반대로 중앙고원 지방의 럼동(LâmĐồng)은 2010년 53%였던 

모유수유율이 2015년 60%로 증가하였고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카인호아(Khánh Hòa)도 2010년 59%에서 2015년 66%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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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원결정요인 

설명 변수들 중 원결정요인들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국적인 추세는 아래의 <그림 10>, <표 9>와 같다. 영아사망률과 

여성경제활동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경제적요인들은 2010년 

대비 2015년이 상승하였다. 먼저 도시화율은 2010년 25%에서 

2015년 28%으로, 소득수준은 일인당 GDP가 2010년 

1199달러에서 2015년 2712달러로, 초혼연령은 24.1세에서 

24.5세로, 여성고등교육은 전체 24%에서 30%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영아사망률은 17.6수준에서 16.4수준까지 감소하였고 

여성경제활동비율도 2010년 52.6%에서 50.9%로 감소하였다. 

<그림 10> 베트남 도시화율, 소득수준, 초혼연령, 영아사망률, 

여성고등교육비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2010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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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베트남 도시화율, 소득수준, 초혼연령, 영아사망률, 

여성고등교육비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2010년-2015년) 

 

1)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으며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방은 남동 지방으로 2010년 

38%에서 2015년 48%로 5년 사이에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남동 지방이 가장 도시화율이 높은 

지방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지방은 북중부산악 지방이었다. 

그러나 도시화율 성장이 더딘 지역은 중앙고원 지방으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타지방들이 평균적으로 3%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0.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10> 베트남 지방별 도시화율(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시화율 24.90 25.52 27.03 26.96 27.45 28.10 

소득수준 1198.6 1471.8 1745 1919.9 2264 2712 

초혼연령 24.1 24.23 24.27 24.07 24.48 24.46 

영아사망률 17.56 17.30 17.37 17.28 16.71 16.41 

여성고등교육비율 24.01 24.92 27.01 26.97 28.40 29.46 

여성경제활동비율 52.57 49 51.30 50.87 50.80 50.85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24.90 25.52 27.03 26.96 27.45 28.10 

1. 북중부산악 16.11 16.58 17.16 17.22 17.25 18.19 

2. 홍강삼각주 24.76 25.07 26.09 25.85 27.70 28.04 

3. 북남중앙해안 28.76 30.08 31.91 30.83 31.44 32.28 

4. 중앙고원 28.18 28.52 28.68 28.6 28.46 28.72 

5. 남동 38.05 38.82 43.98 44.17 46.63 47.88 

6. 메콩강삼각주 22.98 23.31 24.72 25.67 24.7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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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베트남 지방별 도시화율(2010년-2015년) 

 

이를 성(省)단위로 세부적으로 살피면 도시화율이 높은 남동 

지방의 성(省)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동지방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낮은 떠이닌(Tây Ninh)은 

15.6%에서 호찌민(Hồ Chí Minh)의 83.6%까지 다양했으며 

빈즈엉(Bình Dương)의 비약적인 도시화율 상승을 주목할만 하다. 

빈즈엉은 2010년 30%에서 2015년 77%까지 5년 사이의 급격한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빈즈엉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북중부산악과 중앙고원 지방과 같은 도시화율이 낮은 지방들은 

편차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으며 상승율 또한 더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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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중앙해안과 메콩강삼각주 지방의 예외적으로 높은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다낭(Đà Nẵng)(87.3%)과 껀떠(Cần 

Thơ)(66.7%)로 호찌민과 함께 중앙직할시인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도시화율을 기록한 지역은 다낭이고 가장 낮은 도시화율을 기록한 

지역은 북중부산악 지방의 박장(Bắc Giang)으로 9.4%를 

기록하였다. 

2) 1인당 지역별 국내총생산 

가장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지방은 남동지방으로 2010년 

1976달러에서 2015년 4350달러로 가장 높은 성장률도 

기록하였다. 반면 북중부산악 지방은 2010년 843달러에서 2015년 

1812달러로 가장 낮은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록하였다. 이는 

도시화율과 같이 소득수준도 남동 지방이 가장 높고 

북중부산악지방이 가장 낮으며 상승률 추이 또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베트남 지방별 1인당 국내총생산(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1198.6 1471.8 1745 1919.9 2264 2712 

1. 북중부산악 843 1004.7 1166 1283.5 1484 1812 

2. 홍강삼각주 1418 1764 2111 2348 2875 3473 

3. 북남중앙해안 1059.1 1326 1594 1751 2104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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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베트남 지방별 1인당 국내총생산(2010년-2015년) 

 

이를 성(省)별로 살피면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동 지방의 호찌민(Hồ Chí Minh)으로 5481달러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북중부산악 지방의 디엔비엔(Điện Biên)으로 

1222달러였다. 전반적으로 국내총생산 수준이 높은 성일수록 

상승률도 높았다. 예컨대 호찌민은 2010년 2737달러에서 2015년 

5481달러로, 디엔비엔은 2010년 611달러에서 2015년 

1222달러로 두 지역 모두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지만 본래 

소득수준이 높으면 배가 되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4. 중앙고원 1067.5 1329 1591 1749 1932 2301 

5. 남동 1976 2406 2836 3104 3559 4350 

6. 메콩강삼각주 1238 1508 1778 1945 2291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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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득수준 편차도 해가 갈수록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호찌민과 가장 낮은 라오까이(Lào 

Cai)의 격차가 2170달러였다면 2015년에 가장 높은 호찌민과 

가장 낮은 디엔비엔의 격차는 4259달러로 소득수준의 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3) 평균초혼연령 

평균초혼연령이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비해 지방별 차이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북중부산악 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들은 평균초혼연령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며 2015년 

북중부산악 지방이 22.5세로 가장 낮고 북남중앙해안 지방이 

25.6세로 가장 높았다. 평균초혼연령이 가장 낮은 지방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북중부산악 지방이었고 가장 높은 

지방은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남동 지방이었다가 

2014년도부터 북남중앙해안 지방이 추월하면서 평균초혼연령이 

높은 지방이 되었다. 

<표 12> 베트남 지방별 평균초혼연령(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24.1 24.23 24.27 24.07 24.48 24.46 

1. 북중부산악 22.59 22.61 22.56 22.22 22.59 22.49 

2. 홍강삼각주 24.04 24.13 24.55 24.33 24.55 24.45 

3. 북남중앙해안 24.89 25.15 25.03 24.79 25.52 25.61 

4. 중앙고원 23.58 23.78 23.9 23.72 24.14 24.0 

5. 남동 25.28 25.62 25.47 25.40 25.43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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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콩강삼각주 24.57 24.58 24.66 24.57 25.02 25.05 

 

  <그림 13> 베트남 지방별 평균초혼연령(2010년-2015년) 

 

성(省)별로 평균초혼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동 지방의 

호찌민(Hồ Chí Minh)으로 27.4세 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북중부산악 지방의 라오까이(Lào Cai)로 20.3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라오까이는 2010년 평균초혼연령이 21.1세에서 2015년 

20.3세로 감소하였고 남동 지방의 빈프억(Bình Phước)도 2010년 

24세에서 2015년 23.3세로 감소하는 예외적인 추이를 보였다. 

4)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방은 중앙고원 지방으로 나머지 

지방들이 2010년 대비 2015년 영아사망률이 감소였으나 중앙고원 



54 

 

지방은 25.4에서 26.1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낮은 지방은 남동 

지방으로 2010년 10.6에서 2015년 9.7로 감소하는 추이였다.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중앙고원 지방과 가장 낮은 남동 지방의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나며 본래 높은 지방은 계속 증가하고 본래 

낮은 지방은 감소하며 지방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베트남 지방별 영아사망률(2010년-2015년) 

 

성(省)별로는 북중부산악 지방의 라이쩌우(Lai Châu)지역이 

46.1수준으로 가장 높은 영아사망률을 기록하였고 남동지방의 

동나이(Đồng Nai)가 7.7로 가장 낮은 영아사망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북중부산악 지방은 지역별 영아사망률의 격차가 타지방보다 

컸는데 가장 높은 라이쩌우 지역과 가장 낮은 타이응우옌(Thái 

Nguyên)이 각각 46.1, 13.7을 기록했다. 그 외 북남중앙해안의 

꽝찌(Quảng Trị)와 중앙고원의 꼰뚬(Kontum)도 

지방평균영아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은 영아사망률인 36, 40을 각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17.56 17.30 17.37 17.28 16.71 16.41 

1. 북중부산악 25.42 24.19 24.81 24.62 23.83 23.47 

2. 홍강삼각주 13.10 13.55 13.09 13.00 12.57 12.37 

3. 북남중앙해안 18.04 18.13 17.70 17.59 17.02 16.77 

4. 중앙고원 25.38 26.0 28.08 28.06 27.11 26.07 

5. 남동 10.63 10.52 10.27 10.23 9.88 9.72 

6. 메콩강삼각주 12.55 11.95 11.8 11.75 11.3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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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그림 14> 베트남 지방별 영아사망률(2010년-2015년) 

 

5) 여성고등교육비율 

여성고등교육비율은 홍강삼각주 지방에서 가장 높았으며 

메콩강삼각주 지방에서 가장 낮았다. 그 추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지방이 2010년 대비 2015년 여성고등교육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지방은 홍강삼각주 지방으로 2010년 

34.6%에서 2015년 45.4%를 기록하였다.  

<표 14> 베트남 지방별 여성고등교육비율(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24.01 24.92 27.01 26.97 28.40 29.46 

1. 북중부산악 23.37 24.40 26.05 26.70 28.05 29.22 

2. 홍강삼각주 34.63 36.10 41.26 39.92 43.28 45.38 

3. 북남중앙해안 25.32 26.57 28.01 28.28 29.42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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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베트남 지방별 여성고등교육비율(2010년-2015년) 

 

성(省)별로 가장 높은 여성고등교육비율을 기록한 지역은 

홍강삼각주 지방의 하노이(Hà Nội)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여성고등교육비율인 82.1%를 기록하였으며 북남중앙해안 지방 

다낭(Đà Nẵng)과 남동지방의 호찌민(Hồ Chí Minh)도 각각 59.1%, 

52.8%를 기록하며 같은 지방의 속한 타 지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여성고등교육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기초통계 결과를 통해 

중앙직할시의 여성고등교육비율이 성(省)들보다 확연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북중부산악 지방의 라이쩌우(Lai 

Châu)지역은 가장 낮은 여성고등교육비율인 10.8%를 기록하였다. 

4. 중앙고원 18.79 19.26 19.91 19.93 20.49 20.89 

5. 남동 27.31 27.41 28.91 29.08 29.87 30.55 

6. 메콩강삼각주 14.81 15.26 16.78 16.60 17.4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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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경제활동비율 

여성경제활동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은 남동 지방, 가장 낮은 

지방은 북중부산악지방으로 각각 2015년 65.6%, 31.3%을 

기록하였다. 그 추이는 중앙고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방들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여성경제활동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북남중앙해안 지방에서의 급격한 

감소를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해마다 그 추세를 살피면 

전반적으로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큰 변동없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5> 베트남 지방별 여성경제활동비율(2010년-2015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52.57 49 51.30 50.87 50.80 50.85 

1. 북중부산악 35.11 32.28 32.37 33.19 31.82 31.25 

2. 홍강삼각주 65.31 62.42 65.33 63.19 64.72 65.28 

3. 북남중앙해안 63.96 54.93 59.61 58.45 58.50 58.63 

4. 중앙고원 41.05 38.34 40.11 40.96 41.28 41.88 

5. 남동 67.77 64.64 65.58 66.87 65.82 65.64 

6. 메콩강삼각주 48.30 46.15 48.58 47.77 45.45 45.49 

 

성(省)별로는 홍강삼각주 지방의 박닌(Bắc Ninh)이 89%로 가장 

높은 여성경제활동비율을 기록하였고 북중부산악 지방의 하장(Hà 

Giang)이 14%로 가장 낮은 여성경제활동비율을 기록하였다. 

하장은 2010년 21%에서 2015년 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북남중안해안 지방의 럼동(LâmĐồng)은 57%에서 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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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두 지역의 여성경제활동율 추세가 상이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2010년에서 2011년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감소가 

타 지방보다 두드러졌지만 특히 응에안(Nghệ An)은 63%에서 

35%로 제일 큰 감소를 기록하여 주목할만하다.  

<그림 16> 베트남 지방별 여성경제활동비율(2010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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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패널모형분석 

4.2.1. 패널모형선택 

다양한 패널 모형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검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검정 결과는 아래의 <표 16>와 같다.  

<표 16> F-검정, Breusch-Pagan LM 검정, Hausman 검정 결과 

F test that all u_i = 0 F(62,305)=1.4074 Prob > F = 0.03287** 

LM test Chi2=Inf Pr < 2.2e-16*** 

Hausman test Chi2=7.0213 Pr=0.7234 

 

먼저 F-검정을 통해 합동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비교할 때, 

귀무가설이 기각되어서 합동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Breusch-Pahan LM검정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확률효과모형과 합동모형 중에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Hausman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최종적으로 확률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  

 

4.2.2. 확률효과모형 분석결과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7>과 같다. 

먼저 출산의 근결정요인과 원결정요인을 나누어 모형을 분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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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제외시키고 다시 포함하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 외에도 여러 모형들을 도출했다. 모형 

1부터 모형 3까지는 근결정요인들을 위주로 분석한 모형이고, 모형 

4는 원결정요인, 모형 5와 모형 6은 근결정요인과 원결정요인들을 

결합하였으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제외한 모형이며 

마지막으로 모형 7은 모든 변수들을 포함시킨 모형이다.  

<표 17>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한 출산력 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피임율  -1.939*** 

(0.277) 

-4.839*** 

(0.313) 

  -2.651*** 

(0.296) 

-4.708*** 

(0.313) 

낙태율 -0.475 

(0.333) 

0.186 

(0.306) 

-0.069 

(0.148) 

 0.008 

(0.264) 

-0.085 

(0.221) 

0.107 

(0.167) 

유배우자율  0.247 

(0.183) 

 3.422*** 

(0.211) 

 -0.356 

(0.267) 

 3.553*** 

(0.335) 

모유수유율 -4.661*** 

(0.151) 

-5.197*** 

(0.131) 

-5.045*** 

(0.081) 

 -4.297*** 

(0.162) 

-4.725*** 

(0.130) 

-4.934*** 

(0.097) 

도시화율    -0.435** 

(0.201) 

-0.071 

(0.073) 

-0.184** 

(0.072) 

-0.092** 

(0.041) 

소득수준    0.182*** 

(0.061) 

0.119*** 

(0.021) 

0.078*** 

(0.020) 

0.027 

(0.016) 

여성고등교육    0.562*** 

(0.173) 

0.167** 

(0.070) 

0.136** 

(0.056) 

-0.035 

(0.045) 

영아사망률    0.035*** 

(0.004) 

0.012*** 

(0.003) 

0.005*** 

(0.002) 

0.003** 

(0.001) 

평균초혼연령    -0.073*** 

(0.022) 

-0.036** 

(0.016) 

-0.071*** 

(0.010) 

0.014 

(0.011) 

여성경제활동    0.451*** 

(0.147) 

0.204** 

(0.095) 

0.086 

(0.062) 

0.123*** 

(0.040) 

Constant 5.968*** 

(0.242) 

8.221*** 

(0.283) 

7.124*** 

(0.160) 

1.553** 

(0.620) 

5.776*** 

(0.628) 

9.429*** 

(0.518) 

6.171*** 

(0.440) 

Observations 378 378 378 378 378 378 378 

𝑅2 0.77 0.82 0.92 0.38 0.82 0.88 0.93 

Adjusted 𝑅2 0.76 0.82 0.92 0.37 0.81 0.88 0.93 

F Statistic 407.08*** 

(df=3;374) 

557.12*** 

(df=3;374) 

1035.14*** 

(df=4;373) 

38.57*** 

(df=6;371) 

184.09*** 

(df=9;368) 

296.24*** 

(df=9;368) 

469.978*** 

(df=10;367) 

Note  *p<0.1;**p<0.5,***p<0.01 

 

모형 1은 근결정요인들 중 유배우자율과 피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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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r=0.85)를 보이기에 피임율을 제외하고 낙태율, 

유배우자율, 모유수유율의 근결정요인들을 포함한 모형이고, 모형 

2는 피임율이 아닌 유배우자율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 3은 

근결정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이다. 모형 1부터 모형 3까지 

피임율과 모유수유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출산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낙태율은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유배우자율은 피임율이 제외된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피임율을 포함시킨 모형 3에서 출산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원결정요인들을 포함시킨 모형 5,7에서도 피임율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유배우자율의 유의성 에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결정요인들의 효과 또한 모형에서 

근결정요인들이 추가됨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에 설명변수들간의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 문제 때문은 아닌지 추가적으로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해 보았다. 

이전의 상관 분석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면 

분산팽창지수는 하나의 설명 변수가 다중의 설명변수들과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어 발생하는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설명변수들간의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해본 결과, 

유배우자율의 분산팽창지수(VIF)가 9.60으로 설명 변수들 중에서 

제일 높았지만 다중공산성 문제(VIF>10)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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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적인 모형 7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근결정요인으로는 피임율, 유배우자율, 모유수유율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원결정요인으로는 

도시화율, 영아사망률, 여성의 경제활동이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는 피임과 모유수유, 도시화율은 

증가할수록 출산 수준은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소득수준, 여성 고등교육, 영아사망률은 증가할수록 출산 수준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근결정요인에서는 

모유수유로 인한 출산조정효과가 가장 출산에 큰 영향을 

발휘하였으며 원결정요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각 

지역별로도 동일한지 살펴보고자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출산력을 분석해 보았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 18>과 같다. 

먼저 북중부산악 지방은 전국과 비슷하게 근결정요인들 중에서는 

피임율과 모유수유율이 유의한 음의 관계, 유배우자율이 유의한 

양의 관계였다. 유배우자율은 유의하지만 타 지방보다 그 효과 

크기가 작았는데, 그 이유는 북중부산악 지방이 유배우자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결혼을 본래 빨리하고 많이 하는 

지방이기에 타 지방과 비교하였을 때 유배우자율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이다. 원결정요인들 중에서는 도시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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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음의 관계, 영아사망률이 유의한 양의 관계였다. 북중부산악 

지방은 다른 지방들보다 도시화율의 효과가 유난히 컸는데 이는 

도시화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지방에 속한 지역들이 다른 

지방에 속한 지역들보다 도시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18>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한 지역별 출산력 분석 결과 

 R1.북중부 

산악 

R2. 홍강 

삼각주 

R3. 

북남중앙해안 

R4. 중앙 

고원 

R5. 남동 R6. 

메콩강삼각주 

전국 

피임율 -4.592*** 

(0.492) 

-4.764*** 

(0.907) 

-5.408*** 

(0.324) 

-5.963*** 

(0.790) 

-2.028** 

(0.919) 

-3.104*** 

(0.239) 

-4.708*** 

(0.313) 

낙태율 0.008 

(0.469) 

-0.242 

(0.346) 

-0.749*** 

(0.115) 

-0.510 

(1.167) 

1.083 

(1.817) 

0.331 

(0.365) 

0.107 

(0.167) 

유배우자율 1.922*** 

(0.602) 

3.437*** 

(1.115) 

4.517*** 

(0.550) 

4.466*** 

(0.787) 

1.925*** 

(0.491) 

2.547*** 

(0.377) 

3.553*** 

(0.335) 

모유수유율 -4.526*** 

(0.318) 

-4.942*** 

(0.301) 

-5.206*** 

(0.104) 

-4.429*** 

(0.314) 

-4.440*** 

(0.376) 

-4.663*** 

(0.093) 

-4.934*** 

(0.097) 

도시화율 -0.290** 

(0.120) 

0.109* 

(0.059) 

-0.048 

(0.059) 

0.176 

(0.392) 

-0.097 

(0.211) 

0.018 

(0.031) 

-0.092** 

(0.041) 

소득수준 0.141* 

(0.076) 

0.081** 

(0.032) 

-0.075** 

(0.031) 

-0.116 

(0.112) 

0.035 

(0.065) 

0.043** 

(0.020) 

0.027 

(0.016) 

여성고등교육 0.170 

(0.225) 

-0.039 

(0.110) 

-0.018 

(0.058) 

0.800 

(0.524) 

-0.125 

(0.536) 

0.100* 

(0.054) 

-0.035 

(0.045) 

영아사망률 0.006** 

(0.003) 

0.010 

(0.010) 

-0.001 

(0.001) 

-0.001 

(0.003) 

0.007 

(0.024) 

0.010*** 

(0.004) 

0.003** 

(0.001) 

평균초혼연령 -0.028 

(0.023) 

-0.007 

(0.036) 

0.024 

(0.021) 

-0.009 

(0.079) 

0.024 

(0.040) 

0.022 

(0.021) 

0.014 

(0.011) 

여성경제활동 0.152 

(0.106) 

-0.140** 

(0.065) 

0.150*** 

(0.050) 

-0.289 

(0.272) 

0.202 

(0.318) 

0.057 

(0.050) 

0.123*** 

(0.040) 

Constant 7.488*** 

(0.845) 

6.514*** 

(0.843) 

6.589*** 

(0.912) 

7.384*** 

(1.423) 

4.686** 

(2.110) 

5.102*** 

(1.075) 

6.171*** 

(0.440) 

Observations 84 66 84 30 36 78 378 

𝑅2 0.94 0.88 0.96 0.93 0.94 0.93 0.93 

Adjusted 𝑅2 0.93 0.86 0.95 0.90 0.91 0.92 0.93 

F Statistic 114.25*** 

(df=10;73) 

42.00** 

(df=10;55) 

173.97*** 

(df=10;73) 

26.17*** 

(df=10;19) 

36.15*** 

(df=10;25) 

85.52*** 

(df=10;67) 

469.98*** 

(df=10;367) 

Note  *p<0.1;**p<0.5,***p<0.01 

 

두 번째로 홍강삼각주 지방의 근결정요인들은 전국과 비슷한 

양상과 효과를 나타냈으나 원결정요인들 중 흥미롭게도 도시화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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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이전의 기초분석 

결과에서 홍강삼각주 지방은 중앙직할시인 하노이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성고등교육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방이자 비교적 

여성경제활동비율도 높은 지방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지방으로서 홍강삼각주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도시에 살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러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출산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로 북남중앙해안 지방은 낙태율을 포함한 모든 

근결정요인들이 유의한 결과가 나오고 효과도 모두 컸다. 또한 

원결정요인들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출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에 양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전의 

기초분석 결과에서 북남중앙해안 지방은 근결정요인들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도시화율은 높은편이나 소득수준은 낮고 

영아사망률이 높은 지방이었다. 이러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방들보다 피임, 낙태, 모유수유, 소득수준이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보건의료시설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중앙고원 지방은 근결정요인들이 전국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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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이지만 나머지 원결정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남동 지방은 근결정요인들 중에서 피임율과 유배우자율의 

효과가 다른 지방들보다 작고 모유수유율은 컸으며 그 외의 

원결정요인들은 중앙고원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메콩강삼각주 지방은 다른 지역들보다 근결정요인들의 

효과가 비교적 작았으며 원결정요인들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여성고등교육,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메콩강삼각주 지방은 도시화율이 낮고 소득수준은 

평균적인 수준이며 낮은 영아사망률과 여성고등교육비율, 

여성경제활동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방이다. 이러한 지방에서 

여성고등교육비율이 높을수록 출산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는 앞으로 

메콩강삼각주 지방 이외의 지역에서도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방들을 종합해보면 근결정요인들 중 피임과 

유배우자율, 모유수유로 인한 출산 조정 효과는 그 크기가 지방별로 

달랐으나 다른 설명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북남중앙해안 지방은 낙태도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함에 따라 

추가적인 관찰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결정요인은 공통적으로 모든 지방에서 혼인 연령과 출산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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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으로 출산율 또한 올라가는 효과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에 따라 전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설명 변수가 

유의하기도 하고 그 효과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높고 도시화가 높은 지방 혹은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화가 낮은 지방은 소득수준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화가 높은 지방은 소득수준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잘사는 도시지역, 혹은 못사는 농촌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지만 못사는 도시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고등교육은 

전국적으로는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메콩강삼각주 

지방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전국적으로는 출산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주었으나 홍강삼각주 

지방에서는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방별로 

원결정요인들은 출산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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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베트남의 기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근결정요인들 중 

피임 효과와 모유수유로 인한 자연피임효과가 출산에 가장 큰 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재확인하였다. 기존 연구(Das et al., 2016)가 

1997년, 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고 본 연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체 출산율 2.1 수준을 유지한 

베트남의 출산율 추이와 동일선상에 있지 않나 싶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잔잔한 물결의 내부를 들여다 보니 그 내부도 표면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흐른 것이다. 따라서 피임과 모유수유에 대한 

효과를 잘 활용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결정요인들 중 낙태가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한 북남중앙해안 지방을 추가적으로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선행 베트남 연구(Teerawichitchainan&Amin, 

2010)에서 전통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일수록 현대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보다 낙태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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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산모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생식 보건 및 

모성 건강 실태 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결정요인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부분이 달랐다. 원결정요인들이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베트남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선행 베트남 연구(Nguyen-Dinh, 1997)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과거 연구가 1988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면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는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베트남 사회의 

고유한 특징이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과거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가사노동 혹은 양육의 

분담이 남녀 공평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베트남의 안정적인 

출산율에 이러한 상황이 상당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지방별 분석 결과에서 홍강삼각주 지방은 다른 지방들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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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이 출산에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추후에 이 

지방의 문화적 혹은 사회적 특성이 다른 지방들과 다르지 않는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홍강삼각주 지방의 

양육환경이나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환경이라면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결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베트남만의 주목할만한 결과는 초혼 연령이 출산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초혼 연령의 지연이 출산력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의 가임력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20대 

중반이 지나면 이후에는 가임력이 감소한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베트남은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변수들, 예컨대 소득수준, 도시화, 

여성고등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있지만 초혼 연령은 그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다. 2010년에 24.1세에서 2015년에 24.5세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화와 비교한다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과 더불어 안정적인 초혼 

연령 유지가 베트남의 출산율에 기여하는 요소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경제요인들과 베트남 출산력의 관계를 살핀 

연구(Nguyen-Dinh, 1997)에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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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와 다른 결과를 

도출해냈다. 근결정요인들과 원결정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들만을 살펴본 

모형에서는 둘 다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지방들 중에서는 

북중부산악과 홍강삼각주, 메콩강삼각주 지방에서 소득수준과 

출산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메콩강삼각주 지방에서는 

여성고등교육과 출산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북남중앙해안 지방은 위의 다른 지방들과 달리 

소득수준이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출산에 발휘했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소득수준이 출산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지역적 특성을 통해 살펴보자면 홍강삼각주처럼 소득수준이 높고 

도시화가 높은 지방, 혹은 북중부산악과 메콩강삼각주 지방처럼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화가 낮은 지방은 소득수준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 북남중앙해안 지방과 같은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화가 높은 지방은 소득수준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업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소득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둘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소득이 오히려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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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 졌고 현재 산업 기술의 수준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에 비해 경제적인 안정성은 많이 

부족하다. 우리도 이러한 산업과 경제의 불균형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경제적 수준이 도시화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베트남 지역별로 

출산율과 그 영향 요인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별 출산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별로 출산력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 차이가 특정한 지역 변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면 

인구구조의 지역별 균형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구 및 보건 정책의 개발 과정은 각 지역별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출산력 현황을 비교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장단기 인구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인구정책은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현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과 평가의 주체는 각 

지방이라는 점도 본 연구의 지역간 출산력 비교 분석이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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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기존 

출산력 분석 논의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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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지역별 차별 출산력을 확인하고 그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자 2010년부터 2015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6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출산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단편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영향요인들과 출산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사회적 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Blakely(2000)연구에서는 45세 이상 성인에게서 동일한 

시점보다는 15년 전의 지역 소득불평등 지수가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 있었다. 즉 사회적 요인들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때는 지체되는 시간(lag time)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지역의 사회적 요인이 출산 수준에 

영향을 줄 때 얼마의 시간이 지체되며 언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지역 단위를 분석한 연구의 제한점은 지역의 크기 및 

구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 1급 행정구인 성(省)을 분석 단위로 하였지만 

만약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제 2급 행정구인 현(縣), 혹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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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행정구인 사(社)단위로 분석할 경우, 그 결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규모 지역들이 가지는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별 자료를 통합한 63개 베트남 지역별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살피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단간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개인에 대해 잘못된 추론을 내릴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고민해봐야 할 점은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의 이동 범위와 공간의 범위를 확장시켜 ‘행정 구역별 

지역’이라는 경계가 점점 허물어 지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과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각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 넘는 생활권의 확장으로 지역의 특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출산력 분석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좀 더 

개선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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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의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가 있다. 

베트남의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의 1급 행정구인 성(省)을 

연구 대상으로 합계출산율로 측정된 지역별 출산력은 차이가 

있었다. 제일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남동 지방에 속한 중앙직할시들 

중 하나인 호찌민(Hồ Chí Minh)으로 1.3수준이었고 제일 높은 

지역은 중앙고원 지방의 꼰뚬(KonTum)으로 3.5수준이었다. 

<그림 17> 베트남 합계출산율 분포 

 

2. 베트남의 지역별 출산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다. 

베트남 지역별 출산영향요인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9>와 

같다. 근결정요인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피임과 

모유수유는 출산의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유배우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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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지방마다 

달랐다. 피임, 유배우자, 모유수유의 효과는 북남중앙해안과 

중앙고원 지방이 비교적 컸고 남동과 메콩강삼각주 지방은 작았다. 

특히 북남중앙해안 지방은 낙태도 출산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표 19> 베트남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요인 

구분 양(+)의 영향력 음(-)의 영향력 

전국 유배우자율, 영아사망률,  

여성경제활동율 

피임율, 모유수유율, 

도시화율 

R1. 북중부산악 유배우자율, 영아사망률,  

소득수준 

피임율, 모유수유율, 

도시화율 

R2. 홍강삼각주 유배우자율, 도시화율,  

소득수준 

피임율, 모유수유율, 

여성경제활동 

R3. 북남중앙해안 유배우자율, 여성경제활동 피임율, 낙태율, 

모유수유율, 소득수준 

R4. 중앙고원 유배우자율 피임율, 모유수유율 

R5. 남동 유배우자율 피임율, 모유수유율 

R6. 메콩강삼각주 유배우자율, 소득수준,  

영아사망률, 여성고등교육수준 

피임율, 모유수유율 

 

원결정요인들은 지방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도시화율이 출산의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아사망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나타났다. 

영아사망률의 경우 공통적으로 출산에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6개의 지방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도시화율이 낮은 북중부산악 지방은 

도시화율이 출산에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도시화율이 높은 

홍강삼각주 지방은 도시화율이 출산에 양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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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화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홍강삼각주와 메콩강삼각주, 

혹은 도시화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북중부산악 지방은 

소득수준이 출산에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도시화율이 높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북남중앙해안 지방에서는 소득수준이 출산에 음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다시 말해 산업과 경제의 속도가 비슷한 지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도 많이 낳지만 산업과 경제가 

불균형적인 지방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적게 낳았다. 

또한 여성의 고등교육수준도 전국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메콩강삼각주 지방에서는 출산의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도 대체적으로 출산에 양의 

영향력을 미쳤으나 홍강삼각주 지방에서는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추후 홍강삼각주 지방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타지방들과는 다르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3. 근결정요인들 중 피임율이 출산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근결정요인들 중 전국적으로 출산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은 피임, 유배우자, 모유수유로 이들 중, 모유수유로 인한 출산 

조정 효과가 가장 크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지방으로 나누어 보면 

북중부산악, 북남중앙해안, 중앙고원지방에서는 피임효과가 

모유수유로 인한 출산 조정효과보다 더 컸다. 모유수유와 피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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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두 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생식보건 

및 보자보건 정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은 감소할 것이다. 

기존 베트남 선행 연구(Nguyen-Dinh, 1997)에서 교육수준이 

출산에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방들 중에서는 메콩강 삼각주 

지방이 여성고등교육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5. 여성의 사회참여는 출산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기존 베트남 선행 연구(Nguyen-Dinh, 1997)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북남중앙해안 지방의 경우, 그 효과가 컸다. 그러나 홍강삼각주 

지방의 경우, 여성의 사회 참여가 출산에 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육아 및 가사노동, 근무환경이 

타지방과 달리 부정적이지 않는지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베트남의 출산력은 생물행동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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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결정요인과 사회경제적인 원결정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마다 출산력과 그 

영향요인들이 다르기에 향후 인구보건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베트남 상황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지역의 사회적 

요인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 모형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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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Regional Fertility 

Differences in Vietnam 

Hyeonju Kim 

Health Demograph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examine associative factors that affect the regional fertility 

differences in 5 main cities and 58 sungs of Vietnam. 

 

Methods: This study used the panel data based on population 

change and family planning survey and Vietnamese household 

living standard survey for 2010-2015 provided by Statistics 

Vietnam. Response variable was total fertility rate and 

explanatory variables were bio-behavior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hich were categorized by proximate and distal 

determinants. The proximate determinants were consisted of 

proportion of contraception, marriage, abortion, and lactation. 

The distal determinants were consisted of urbanizati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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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capita, average age of first marriage, infant mortality rate, 

proportion of female higher education and female economic 

activity. A random effect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 3.3.1.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t the proximate determinants were contraception, marriage, 

lactation; abortion was not significant as the other proximate 

determinants. However, through the regional statistical analysis 

there was significant effect of abortion in north and south central 

coast. In the panel analysis of the distal determinants, infant 

mortality rate and proportion of female economic activit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total fertility rate whereas 

urbanization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fertility. 

Although most of the region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economic activity and total fertility rate, red river delta 

region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Moreover, there was a 

different tendency by regional income and urbanization status to 

have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fertility rate. As the 

regions maintained balance between income and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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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incom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ertility, while the 

regions had unbalanced negatively affected fertility. 

 

Conclusions: Through statistical analyses the general pattern 

indicated that th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ferti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Vietn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national and local policy 

to solve the differences of fertility in Vietnam.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population and public health policy is variou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prospective research concerning regional fertility 

differences and als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more 

effective population and public health policy at the provincial 

level in Vietnam. Moreover, these results will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discussion of fertility in Korea. 

 

Keywords: Fertility, Penal data analysis, Random effect model, 

Regional analysis, Population health polic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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