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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current childbirth trend in South Korea to provide recent evidence on determinants 

of the cesarean section rate (CSR) and related policy interventions. We utilized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to analyze the CSR. We also conducted a narrative review on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SR and examined evidence 

about interventions to reduce it. The CSR is rising in Korea; simultaneously, the overall number of births is declining. 

In 2012, 469,000 women gave birth, and 26.9% underwent a cesarean section. In 2021, 249,000 women gave birth, 

and 58.7% experienced a cesarean section. The CSR among women under age 25 was 26.7% in 2012, but by the 

first quarter of 2022, it was 51.6%. In 2012, the CSR in women aged 25–34 years was 34.9%; by the first quarter 

of 2022, it was 58.3%. We synthesized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CSR in three dimensions: users, providers, 

and systems. We also explored recent evidence on policy interventions to reduce the CSR, focusing on women and 

families, providers, and hospitals.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the CSR in the last decade, efforts to investigate 

childbirth choice and women’s experiences have been insufficient. We could not locate systematic initiatives in the 

research community or government to lower the rate. More patient-centered efforts to reduce the high CSR rat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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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었다. 과거 모성의 사망을 의미하던 제왕절개의 의미는 

현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정반대로 전환되었다. 19세기 이후 현

대적 마취와 무균 수술 기술이 발전되면서 제왕절개는 모성과 

영아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술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Sewell, 1993). 

모성 건강과 관련한 의료접근성 개선과 함께 국제적으로 제

왕절개를 통한 분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 단위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1990년 5%에서 2014년 19%, 2018년에는 

21.1%로 증가했다(Betran et al., 2021). 그러나 제왕절개를 통

한 분만이 자연분만에 비해 여성과 영아에 건강에 이득이 되는 

상황은 일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체계 차원에

서 건강상 필요가 명백하지 않은 제왕절개는 희소한 보건의료 

서     론

역사적으로 제왕절개(cesarean section) 분만은 사망했거나 

사망해가는 모성의 신체로부터 영아를 배출하기 위한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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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나 세

계산부인과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 등 국제 학계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제

왕절개 분만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세

계보건기구는 1985년 학술지 란셋(Lancet)에 기념비적 보고서 

Appropriate Technology for Birth를 출판하며 세계 어느 지역

에서도 이상적인 제왕절개 분만율은 10%-15% 수준을 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고 이 입장은 최근까지도 바뀌지 

않았다(WHO, 1985, 2015). 

그럼에도 많은 국가에서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은 꾸준히 늘

어나는 추세로 이 현상은 특히 중·고소득 국가에서 두드러진다. 

국제적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 추세를 분석한 Betran 등(2021)

의 연구는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의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한다. 

기존 추세대로라면 동아시아 지역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8년 

33.7%에서 2030년 6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Betran 

et al., 2021). 

인구집단 수준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여성 각자의 상황과 

선택이 집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

계의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도 주목을 받는다. 의료 서비스

의 생산, 제공, 지불 방식과 같은 체계 특성이 제왕절개 분만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Lee et 

al., 2004; Loke et al., 2019).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변화도 분만 방법에 영향을 미

친다. 여성이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

델(male breadwinner model)이 주류인 사회에서의 출산과, 커

리어를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조정하게 되는 공동 생

계부양자 모델(dual breadwinner model)이 주류인 사회에서

의 출산은 서로 그 의미나 속성이 다를 수 있다(Cho & Kim, 

2020). 임신과 출산이 모든 여성에게 당연하거나 주어진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기획 속에서 선택하고 계획하는 일이 되

었을 때, 여성들이 선택하는 분만의 방법이나 이에 대한 의미 부

여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분만과 관련한 인구학적, 사회·문화·경제적 조건이 

변화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되며, 난임 시술 등으로 다태아 출

산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기준이 여전

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Molina 등(2015)

은 2012년 194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제왕절개 분

만율이 약 19% 정도까지 증가할 때까지는 모성사망 및 신생

아 사망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수

준인 15%가 너무 엄격한 기준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Molina et al., 2015).

해외의 학술 논의와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일정하게 제왕

절개 분만율의 증가를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자원 배

분 모두에서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들이 주류를 차지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199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파르게 증

가하여 2011년에는 전체 분만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이

에 미국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는 모성과 신생아 사망 및 유병률 감소

같이 명확한 건강 이득이 없는데도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하

고 있다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필요한 초회 제왕절개 분만 

감소를 위한 의료제공자들의 의식 제고를 촉구했다(Caughey et 

al., 2014). 정상분만진통(normal labor) 및 난산(labor dystocia)

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고, 기존 제왕절개 분만 적응증을 

검토하였으며 자연분만 및 진통 중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정서적 

지지와 같은 비의학적 개입이 유효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

하라고 권고했다(Caughey et al., 2014; Spong et al., 2012). 또

한 ACOG는 2013년 기준 미국에서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제

왕절개 분만은 전체 분만의 약 2.5% 정도로 추정되기에 불필요

한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한 의료제공자 역할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가 분만

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분만 과정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마취 처

치나 감정적 지지 같이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처치를 충분히 사

전에 설명하고 제왕절개 분만의 득과 실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

다는 것이다(ACOG, 2007). FIGO 역시 국제적 제왕절개 분만

율 증가를 유행(epidemic)이라 부르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

어 왔다. FIGO는 정부, 보건의료보험자, 그리고 여성들과 협력

을 통해 불필요한 제왕절개 분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하

는 성명을 냈다(Visser et al., 2018). 

학술 공동체들의 위와 같은 입장은 주로 의학적 적응증이 아

닌 초회 제왕절개 분만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

며,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의료 실천에 개입할 것을 제

안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선택적 제왕절개 

분만은 산후감염(Deneux-Tharaux et al., 2006; Karlström et 

al., 2013; Liu et al., 2007; Mascarello et al., 2017)와 정맥혈전

증(Deneux-Tharaux et al., 2006; Liu et al., 2007), 산후 심정

지 등 모성사망(Liu et al., 2007; Mascarello et al., 2017) 증가

와 관련이 있고, 신생아에서 호흡곤란 발생률 증가(Karlström 

et al., 2013; Tefera et al., 2020; Visco et al., 2006) 및 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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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Keag et al., 2018; Li et al., 2013)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선택적 제왕절개 분만에서 출혈위험이 감

소하고(Geller et al., 2010; Keag et al., 2018; Mascarello et al., 

2017; Visco et al., 2006) 자궁탈출 및 요실금 발생 위험이 감소

(Keag et al., 2018; Visco et al., 2006)하다는 근거도 확인된다. 

2018년 란셋지에 실린 Sandall 등(2018)의 연구는 여성과 아

동의 건강에 대한 제왕절개의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다루는 기

획을 출판하면서 기존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종합한다. 제왕절

개 분만 후 모성사망률은 질식분만보다 더 높고, 이후 분만에서 

자궁파열, 비정상 착상, 자궁외임신, 사산, 조산의 위험이 증가

한다. 또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에서 건강 영향에 대한 근

거가 축적되고 있다. 신생아의 생리적으로 다른 노출이 면역계

에 영향을 미쳐 알러지, 아토피, 천식, 장내미생물 다양성에 대

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고, 장기적

으로 아동 비만과 천식 발생률 증가와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 

Sandall 등(2018) 연구자들은 이런 점에서 제왕절개 분만의 보

다 장기적인 영향과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분만방법 추세를 살펴보고, 문헌고찰을 통해 인구집단 수준에

서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데에 기여하는 요인과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한 근거 있는 정책 개입을 탐색해보고자 하

였다.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

와 관련한 정책 개입 또는 학술적 접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만 적정성 평가가 종료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국

의 분만 추세 및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근거를 종합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론

1.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추세 

1) 기존의 근거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의료접근성이 향

상되면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한국

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1982년 4.4%, 1991년에 17.3%, 2001

년 40.5%로 빠르게 증가했다가 2006년 36.0%까지 다소 감소

했다(Chung et al., 2014). 한국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린 Kim 등

(2020)의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하여 한

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2012년까지 36% 언저리로 유지되다

가,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5년 기준 40.6%까지 늘어났

고, 이를 견인하는 일차적 요인이 초산부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임을 보였다. 이 외에도 임신부 나이 증가, 다태아 임신 증

가, 임신 전 비만 유병률 증가 등이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와 관

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저자들은 긴 진통 시간과 분만 시도 이

후의 제왕절개 분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두려워하

는 여성이 의학적 적응증이 아닌 제왕절개 분만을 요청하고 있

으며, 의료 소송 등의 책임 공방을 고려했을 때 의사들이 여성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논하였다(Kim et al., 2020).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사건 판결문 200여 건을 분석한 연구에서

는 평균 소송 기간이 4년에 달해 의료진이 장기적인 압박을 느

끼게 되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원고의 진료방해나 여론 형성

으로 인해 진료에 영향을 받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Cho, 2015). 제공자들이 분만과 관련한 의료

분쟁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고려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 선택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상반되는 관점의 연구들도 있다. Lee 등(2004)은 제왕

절개 분만율 증가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던 

2001년 한국에서 가임기 여성들의 입장을 조사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중 95%가 넘는 이들이 자연분만을 선호한다고 응

답했고, 제왕절개 분만을 한 여성 중 10.6%가 자신이 먼저 의사

에게 요청해 제왕절개를 받았다고 답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제

왕절개 분만율 증가가 여성들의 선호 때문이라는 가설보다 한

국의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의 작동 방식이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Lee et al., 20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2000년부

터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다. 정부는 2005년부

터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2007년에는 평가에 따라 상급종합병

원에서 의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전후로 자

연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별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언론

화하는 등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실

질적인 의료비 가감지급은 2011년부터 이루어졌는데(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약 3년 동안 

진행한 후 이 사업을 통해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제왕절개 분만

이 없다는 등의 반박을 받으며 사업은 2014년 중단되었다. 그

러나 이후 제왕절개 분만율을 분석한 Park 등(2022)의 연구는 

2014년 가감지급사업 중단과 함께 제왕절개 분만율이 반등하

였고, 가감지급 정책 중단 이후의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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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2)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 추세

근래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민관심질병행위코드조회에서 2012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질식분만과 제왕절개 분만 건수를 살펴보았다. 통상 연령

에 따른 분만 방법의 추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분만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자료원의 한계상 해당 분만이 첫 번째 분만인

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여

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초회 분만의 비

율은 차츰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를 과대해석할 가능

성은 낮다. 따라서 가용한 자료 내에서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을 토대로 연령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을 산출

하였을 때, 총 분만 건수가 2012년 46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4만 9천여 건으로 감소하는 사이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26.9%에서 58.7%로 증가했다(Fig.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 (OECD) Health at Glance 2019에서 한국의 제왕절개 분

만율은 45.2%로 터키, 맥시코,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제왕절

개를 많이 하는 나라로 보고되었는데(Fig. 2), 추세로는 가장 빠

른 증가세를 보였다(Fig. 3). 2021년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 

58.7%는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2018년 48%)을 줄이기 위해 

국가 수준의 정책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는 이란(Shirzad et al., 2021)보다 10% 가량 높다. 

3) 연령에 따른 추세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지속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종종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

곤 한다. 분만을 경험한 여성의 연령을 25세 미만 집단, 25-34

세 집단, 35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한국에서 제왕절

개 분만율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지속해서 증가했다. 연령에 따

른 차이는 있었지만 25세 미만 집단에서도 제왕절개 분만율은 

Year

Fig. 1. Rate of cesarean section in South Korea (2012–2021).

Fig. 2. Cesarean section rate in OECD countries, 2017 or nearest year. Source: OECD (2019), 
Caesarean section rates, 2017 (or nearest year) in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45a98fc-en.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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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6.7%에서 2016년 33.0% 2020년 45.4%, 2022년 1월

부터 4월 사이에는 51.6%로 증가했다. 25세에서 34세 사이 집

단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2년 34.9%, 2016년 39.9%, 

2020년 45.4%,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에는 58.3%로 나타났

다. 25세 미만과 25세부터 34세 미만 집단에서 제왕절개 분만

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5세 이상 집단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4). 

2. 제왕절개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 

전 세계적으로 인구집단 수준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의 

이유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나이나 기저 상병, 임신 및 분만 중 합병증과 같은 생의

학적 요인을 넘어 보다 넓은 결정 요인들을 파악하고,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개입에 대해 탐색한다. 이를 위해 문

헌 고찰을 통해 최근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제왕절개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자 요인(user factor)과 제공자 요인

(provider factor) 그리고 체계 요인(system factor)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각 국가의 의료자원의 수준이나 보건의료기술

의 발달 단계, 국민들의 경제적 소득 수준 및 의료보장의 특성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제왕

절개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그 배경을 고려한 해석

Fig. 3. Cesarean section trends in selected OECD countries, 2000-
2017. Source: OECD (2019), Caesarean section rates, 2017 (or 
nearest year) in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45a98fc-en.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yr)

Fig. 4. Cesarean section rate by maternal age group.

https://doi.org/10.1787/e45a98f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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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각각의 차원에 해당하는 근거를 종

합하여 제시하되 그와 같은 연구가 수행되게 된 맥락을 언급함

으로써 최소한의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1) 이용자 요인(user factor)

국제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린 Penna와 Arulkumaran의 체계

적 문헌고찰은 여성들이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비의학적 사유

로 사회적 편리함, 분만 일정에 대한 계획, 동료집단으로부터

의 압력, 임신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아이와 여성이 분만 과정에

서 겪을 수 있는 건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 등을 확인했

다(Penna & Arulkumaran, 2003). 마찬가지로 임신부의 요청

에 따라 비의학적 사유로 이루어진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보다 

최근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이용자측 요인으로 분만 진통

에 대한 두려움, 태아 사망이나 손상에 대한 두려움, 손상(골반

저근육·질·항문 손상, 요실금 등)에 대한 두려움, 과거 부정적인 

분만 경험, 분만 시간 조정, 내진에 대한 불안, 통제를 잃을 것에 

대한 불안, 긴 분만 시간에 대한 회피,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으

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감정적 요인 

등을 꼽고 있다(Jenabi et al., 2020).

제왕절개 분만과 관련하여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

ness)을 강조하는 접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연구들은 분만

을 겪는 여성의 입장(women’s perspective)에서 제왕절개 분만

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를 선택하는 여성이 늘어나는지를 연

구 질문으로 삼는다. 예컨대 제왕절개 분만을 선호하는 여성들

을 심층 면담하여 선택과 결정의 이유를 파악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고소득국가뿐만 아니라 저소득국가에서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태국에서 제왕절개 선호는 분만에 대

한 두려움, 분만 관련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시

도, 과거의 부정적인 분만 경험, 편향된 정보 접근이나 특정 날짜 

분만을 하고자 하는 미신적 믿음과 관련이 있었다(Suwanrath 

et al., 2021). 

적정 수준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여왔던 유럽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탓하는 것

을 넘어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자연분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내진을 유독 힘

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

악하는 방식이다. 눈에 띄는 기획 중 하나는 유럽 연합이 기금

을 지원하는 벨기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노르웨

이, 스웨덴 6개국 전향적 코호트 연구(Bidens Study)이다. 이들

은 산전진찰 방문부터 분만 시점 이후까지 분만 방법 선호와 출

산 결과, 과거의 폭력 경험 등을 수집하여 여성의 제왕절개 분만

에 대한 선호가 분만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fear of childbirth)

과 과거의 부정적인 분만 경험,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Ryding et al., 2016). 같은 연구에서는 제왕절개 분만과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연관성을 확인하

기도 했다. Schei 등(2014)에 따르면 성인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첫 번째 출산에서 비의학적 사유의 제왕절개 분만을 

할 오즈비는 3.74 (95% confidence interval, 1.24-11.24)로, 여

성의 과거 성폭력 경험은 산과적 의료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었다(Schei et al., 2014). 

임신부의 인구학적 요인 역시 제왕절개 분만과 관련이 있다. 

임신부의 나이가 많거나 출산력이 높을수록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하며 모성의 교육 수준, 직업, 혼인 상태, 종교 유무, 소득 

수준, 거주지역 등 요인도 제왕절개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요인들의 영향은 각 사회에서 보건의료 

접근성과 및 분만 문화와 결부되어 있고 맥락의존적이기에 일

관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에

도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까지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더 높

은 여성들이 시설분만을 더 많이 하고 제왕절개 분만율도 더 높

은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9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지는데, 

이는 전반적인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Chung et al., 2014).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세계보건기

구 등이 권고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이후에는 과거와 반대

로 정보 불균형 등의 이유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더 안 좋은 여

성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을 시사하는 근거

가 확인되었고(Khang et al., 2008), 실제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

에 사는 여성들은 더 높은 확률로 제왕절개 분만을 한다(Kim et 

al., 2019). 

개인 특성을 넘어 분만관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넓

은 요인으로 개인 간(interpersonal) 요인과 문화 요인(cultural 

factor)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분만 방

법 선택에는 가족과 친구,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는 정

보와 의견교류가 영향을 미친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의료접

근성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제왕절개 분만이 사치재로서의 성격

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화적 믿음이나 종

교적 이유가 분만 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zimirad, 

2020; Shirzad et al., 2021). 

다만 임신하지 않은 시점이나 임신 초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분만 방법에 대한 선호는 최종적인 분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우세하다(Bl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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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ttacharya, 2018; Mu et al., 2018). 이보다는 여성이 의료

를 이용하며 의사나 조산사 등 의료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이후 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영향이 더 중요하

다는 의미다(Escobal et al., 2021; O'Donovan & O'Donovan, 

2018). 

McCourt 등(2007)은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를 다루는 문헌

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를 안전과 불안

과 같은 여성의 심리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

체로 전문가들의 주장(professional opinion)일뿐 실증적인 근

거(research evidence)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실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가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거

의 없음에도 많은 연구가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를 여성의 요구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성들

의 요구”가 사실은 전문가 자신들의 입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McCourt et al., 2007). 관련하여 브라질에서 수행된 한 개입 

연구(intervention study)는 제왕절개 분만을 권유받은 여성에

게 이차 소견(second opinion)을 받게 하는 정책을 도입한 병원

(개입군)과 그런 정책이 없는 병원(통제군)에서 분만 여성과 산

부인과 의사들을 후향적으로 면담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 여

성은 제왕절개 분만보다 질식 분만을 선호(개입군과 통제군에

서 모두 90% 이상에서 질식 분만 선호)했다. 그러나 많은 의사

는 여성들이 제왕절개 분만에 만족하였다고 판단하면서(개입

군과 통제군 각각 45%, 55%), 임신부 대다수가 자연분만을 두

려워하여 제왕절개를 선호한다고(개입군과 통제군 각각 81%, 

85%) 판단하고 있었다(Faúndes et al., 2004). 의학적으로 필

수적인(medically necessary) 제왕절개는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

는 반면 여성들이 불필요한 제왕절개 분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unnecessary cesareans on request) 의학의 담론 구조가 가부장적 

규범 속에서 분만을 겪는 여성의 몸-주체성을 다시 억압하며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Lee & Kirkman, 

2008)과 더불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만한 지점이다.

2) 의료제공자 요인(provider factor)

여성들이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풍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의사들이 제왕절개 분만을 선호하는 이

유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기존 연구들은 의료제공자

들이 자연분만보다 비의학적 사유의 제왕절개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로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분만 과정에서 위험을 피

하기 위한 선택이라거나, 환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문

가적 개입을 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거나, 

시간이나 자원을 아끼기 위한 선택으로 제왕절개 분만이 이루어

진다는 등의 설명을 해왔다(Penna & Arulkumaran, 2003). 경

제학적 관점에서 의사들이 통상 자신의 평판을 고려해 여성이 

요청하는 제왕절개를 거절하기 어렵고, 시간을 통제하기 어려

운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함으로써 시간 비용

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불보상방식에 따라 경제적 유

인이 더 큰 환자들(예. 건강보험이 없거나 행위별 수가제로 지

불을 하는 환자)에게서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한다는 근거도 있다

(Keeler & Brodie, 1993).

의료제공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요인도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 경험이 더 많은 병원에서 제

왕절개 분만율이 높고(Localio et al., 1993),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의사에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선호

가 더 높음(Vimercati et al., 2000)을 확인한 연구가 출판되었

다. 유럽 8개 국가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모성 건강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적응증이 없을 때 여성의 요청에 따라 제

왕절개 분만”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확인한 연구 역시 비슷

한 결과를 보여준다. 국가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 요청 수용률은 

큰 차이가 있었는데(스페인 15%, 프랑스 19%, 독일 75%, 영국 

79%)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의사들에서 유의하게 수

용률이 높았다(Habiba et al., 2006). 인용한 연구처럼 개인 및 

조직 단위의 선호나 선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

지만 한국에서도 의료소송 및 사고 책임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

이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을 것임을 지적하는 연

구들이 다수 출판되었다(Chung et al., 2014; Kim et al., 2019; 

Kim et al., 2020). 

의료제공자의 속성과 제왕절개 분만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분만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

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 의사들은 여자 의사에 비해 높은 확

률로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한다(Mitler et al., 2000). 유럽 연구

에서는 아이가 있는 여자 의사가 제왕절개분만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았다(Habiba et al., 2006). 근래 출판된 체계적 문

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도 서로 다른 사회와 의료제도에서 여

자 의사들이 남자 의사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덜 선호하고 실제 

덜 하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Hoxha et al., 

2020). 이 외에 제왕절개 분만율을 증가시키는 제공자 요인으

로 개별 의료제공자의 작년 제왕절개 분만율, 금요일과 주말, 

비 일과시간(6 PM-6 AM) 근무, 인센티브 구조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전공의 수련과 출신학교는 예상과 달리 유의한 변수

가 아님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Burns et al., 1995; Eps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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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son, 2009).

최근에는 분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해당 지역의 

인력 수준이 제왕절개 분만율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도 

출판됐다. Facchini (2022)는 이탈리아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반

실험 연구(quasi-experimental study)에서 이탈리아 공공병원

에서 모성 병동에 인력 수준 대비 업무 강도가 높을 때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자는 이 현상을 의사

들이 자연분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함으

로써 조산사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시간과 자원에 대한 통제

를 시도한다고 해석했다(Facchini, 2022). 프랑스에서는 인구집

단기반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분만 인력(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사)이 10% 증가할 때 자연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 분만율이 

13.1%에서 10.6%로 2.5%p., 선택적 제왕절개 분만율이 10.3%

에서 6.9%로 3.5%p. 감소한다고 분석했다(Zbiri et al., 2018). 

일본의 국가건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산부인과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연령표준화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았다. 선택적 제왕절개 분만이 의료자원제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Maeda et al., 2018),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

한 결과가 재현된 바 있다(Kim et al., 2019). 

3) 체계 요인(system factor)

필수 의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분만은 보건의료체계 연구자

들이 초기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이런 점

에서 제왕절개 분만이 보건의료체계 요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오래되었다. 대표적으로 Mossialos 등

(2005)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2개의 공공병원과 1개의 민간병원

에서 이루어진 분만 자료를 분석해 민간병원의 제왕절개 분만

율(53%)이 공공병원의 제왕절개 분만율(41.6%)보다 높았고, 

의학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민간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여성들에서 제왕절개 분만이 이

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재정적 인센티

브와 의료인력의 편의가 제왕절개 분만을 촉진한다고 해석했다

(Mossialos et al., 2005). OECD의 Health at Glance 보고서가 

지속해서 각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각국의 의료체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모니터링하는 것 역시 대체로 이러한 맥

락에서다. 

비영리병원보다는 영리병원에서, 국가의료체계보다는 민간

보험을 통한 지불보상과 같이 소위 재정적 인센티브가 임상진

료과정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시장적 의료가 제왕절개 분만

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근거는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도 반복 확인된다. Hoxha 등(2017)은 1995년부터 2016년 사

이 출판된 17개 연구에 포함된 약 410만 건의 분만에 대한 메

타분석을 통해 영리병원(for-profit hospital)에서 이루어진 분

만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제왕절개를 통해 이루어질 오즈비가 

1.41 (95% confidence interval [CI], 1.24-1.60)이었다고 보고

했다. 분만 방법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

장도 의료체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Loke 등(2019)은 임신한 여

성이 의학적 필요 외에도 각자의 이유로 스스로 출산 방법을 결

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의료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일수록 분만 방법과 관련해서 여성의 선택이 수

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의사들의 입장 

차이가 상당했는데, 환자의 요청에 의한 비의학적 사유의 제왕

절개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하는 의사 비율은 미국과 호주에서 

84.5%와 77.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스페인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15%와 23% 수준으로 낮았다(Loke et al., 2019).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예산삭감이 제왕절개 분만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2012년 상당한 규

모의 보건의료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Bertoli 등(2020) 경

제학자들은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예산삭감 이후 제왕절개 분만

율이 3% 증가하였음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예산삭감 이후 병

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감소했고, 산부인과가 사

용할 수 있는 병상 수 및 인력이 감소하면서 의사들이 분만을 빠

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

라고 해석했다(Bertoli et al., 2020). 

3.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위한 정책개입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입

이 시도되어왔다. 대표적으로 OECD가 2014년 출판한 “보건의

료의 지리적 변이”에 대한 보고서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개

선하기 위한 개입을 종합하여 제시하는데, OECD 국가들이 제

왕절개 분만율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책으로 임상 가

이드라인, 정보 공개(public reporting), 의료제공자 피드백과 

모니터링, 지불보상에서 인센티브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

한다. 기존에 고소득 국가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이기 위한 

개입은 주로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매년 제왕절개 분만율

을 병원별로 산출하여 공개한 결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제왕

절개 분만율을 보였던 병원들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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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수렴했다. 프랑스에서는 부적절한 제왕절개 분만에 대

한 진료비 보상에 재정 인센티브 기전을 활용하고, 일부 지방 정

부(Alsace 지역)는 병원과 보험자의 계약 과정에서 제왕절개 분

만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기도 했다. 제왕절개 분만

보다 자연분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더 크게 하여 경제적 인센

티브를 다르게 하는 정책도 흔히 활용되는 방법이었다(OECD, 

2014). 

Chen 등(2018)의 코크란 리뷰는 비의학적 사유의 제왕절

개 분만을 줄이기 위한 개입(intervention)을 다루는 29개 연구

를 살펴보고 이를 (1) 여성과 가족에 대한 개입, (2) 의료전문가

에 대한 개입, (3) 병원에 대한 개입 세 가지로 구분해 개입 효

과성에 대한 근거를 종합했다. 먼저 임신부 단독 또는 임신부와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분만 훈련 워크숍(childbirth training 

workshop)은 대체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거 수준은 낮지만 간호사가 이끄는 

이완훈련 프로그램이나 커플 중심 심리사회학적 예방 프로그램

의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전문

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으로는 임상 가이드라인과 이차 소견 

의무화, 임상 가이드라인과 피드백 및 내부 감사(audit), 권위있

는 의사의 동료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중심

으로 한 개입에서는 단독개원모델을 조산사-산부인과 협력 모

델로 변경하였을 때(병동전담산부인과 의사가 별도의 외래 등 

업무 없이 분만을 전담) 제왕절개 분만율이 첫해에는 7% 감소, 

이후에는 연 1.7% 감소하였으며 제왕절개 분만 이후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delivery, VBAC) 비율이 13.3%에

서 22.4%로 증가했다. 이 외에 분만의 생리학적 과정에 대한 산

전 교육, 이완과 호흡법을 포함하는 산전교육, 컴퓨터기반 의사

결정보조(computer-based assisted decision), 개별 환자 교육, 

심리교육, 전화상담을 동반하는 골반저근육훈련연습, 롤플레이 

등이 검토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en et al., 2018). 

이 외에도 몇 가지 널리 인용되는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를 몇 가지를 살펴보자. 학술지 Birth에 출판된 McGrath와 

Kennell (2008)의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병원 분

만교육에 등록한 저위험군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통 중 지속적

인 정서적 지지(continuous childbirth support)의 효과를 확인

했다. 입원과 함께 진통이 시작된 임신부에게 정서적 지지를 담

당할 둘라(doula)를 배정하고, 숙련된 둘라는 분만 과정 중 임

신부의 곁을 지키면서 신체적 접촉과 눈맞춤 등 정서적 지원

과 부부 대상 교육을 제공했다. 그 결과 둘라의 보조를 받은 여

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각각 13.4%

와 25%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McGrath & Kennell, 2008). 

New English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Chaillet 등(2015)의 

연구는 퀘벡에서 진행된 군집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

였는데 병원 단위 무작위 할당으로 QUARISMA 프로그램(병

원 내 의료전문가 리더를 중심으로 제왕절개 적응증에 대한 감

사, 전문가 피드백, 모범 사례 제시 등으로 구성)을 운영하였을 

때 제왕절개 분만율이 감소(adjusted odds ratio, 0.90; 95% CI, 

0.80-0.99)하였음을 확인했다(Chaillet et al., 2015). 제왕절개 

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도 유사하게 

병원 단위 무작위 할당 설계를 채택한 개입 연구가 확인된다. 상

하이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의 장단점을 포함하는 산전

교육(브로셔, 온라인 동영상, 무료 대면 교육)과 의료제공자 개

입(제왕절개 결정에 대한 상급자 이차 소견, 주기적 동료평가, 

월별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와 보상), 조산사와 둘라에 대한 몇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동시 진행하는 다면적 개입을 진행했는

데,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개입군에서 유의미한 제왕절

개 분만율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Zhang et al., 2020). 

고     찰

이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의 추세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문헌고찰

을 통해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낮

추기 위한 개입에 대한 기존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각국마다 보

건의료제도와 의료이용 문화가 서로 다르며, 의료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분만의 양식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한국의 고유한 보건의료 생산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임기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

은 비율로 아이를 낳는 사회에서 분만이 어떤 사건으로 여겨지

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

여 2021년에는 58.7%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래 가장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질, 이란, 터

키 등과 비교했을 때도 더 높다.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진행

되었던 분만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사업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단되었지

만 2014년부터의 빠른 증가세는 가감지급사업이 제왕절개 분

만율 증가를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의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아이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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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연령 증가가 주된 이유로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연령대

별 제왕절개 분만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Fig. 4) 모든 연령 집단

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했고, 이 증가 추세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욱 빨랐다. 2022년 1월-4월 사이 25세 미만 집단

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51.6%, 25세에서 34세 집단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58.3%로 모든 연령군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은 과반을 

넘어섰다. 이는 아이를 낳는 연령 증가가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

율 증가를 설명하는 데에 주원인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연령대에

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명백함을 보여준다. 

다만 자료원의 한계로 쌍둥이 임신이나 VBAC, 둔위 분만 등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임

상적 특성을 고려하는 세부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초

회 분만에서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아닌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

개 분만율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 역시 중요한 한계다. 향

후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및 의료기관 자료를 활

용하여 초회 분만에 한정하여 연령별 분만 방법 추세를 파악하

고, Robson 분류체계에 따른 제왕절개 분만율 추세를 산출하

며, 더 나아가 모 연령, 다태아 임신,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 등 

요인이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몫

을 분해(decomposition)하여 파악하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수

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들이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을 선호하거나 받아들

이는 이유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 당시에 어떤 분만을 계획하거나 기대했는지, 그 기대가 충

족되거나 충족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등 여

성의 경험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분만 선택 및 결정에 대한 질적 조사 역시 거의 없다. 향후 보다 

환자 중심적이고 여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분만 과정과 여성의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분만 선택 및 이와 

관련한 건강결과를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과 직

업,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고,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계열적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공자 및 체계 요인과 관련해서 분만을 바라보는 지식의 공

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의 근거처럼 지불보상제도나 경제

적 유인이 한국에서도 제왕절개 분만율을 견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 간 

격차와 자원 배분의 문제다.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분만을 

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지

역별 산부인과 의료자원의 배치 및 개별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수준, 업무 강도가 제왕절개 분만율과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분

만 선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형평성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위한 정책 개입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제도와 서

비스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의료제

공자와 의료기관, 환자 모두에게 개입하는 다면적 개입을 시도

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이란과 중국, 브라질 등 의료접근성 향

상과 함께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한 국가에서 개입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

서는 2014년 중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사업

을 제외하면 임신부들의 건강 필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여성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제공하는 제왕절개 분

만율 감소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거에 비해 한국 여성들

은 의료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소수의 아이를 낳고, 분만 전후에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춤하여 

제왕절개 분만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이 개발·실행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 개입과 평가

가 이루어졌기에 2020년대의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 정책은 더 

강건한 근거에 기반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분만 문화와 맥락

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의 분만 방법 추세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

해 파악하고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을 살펴본 서술적 문헌고찰이다. 한국

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약 46만 9

천여 건의 분만 여성 중 26.9%가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였다면 

2021년에는 약 24만 9천여 명의 분만 여성 중 58.7%가 제왕절

개로 분만을 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왕절개 

분만율로,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 증가로 온전히 설명되

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제왕절개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이용자 요인, 제공자 요인, 체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

고,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위한 정책 개입의 양상을 탐색하였

다.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빠르게 증

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분만 선택과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나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위한 개입을 설계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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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다 환자 중심적으로 분

만의 과정을 톺아보고, 한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을 감소시키

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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