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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 전반까지 주요 선진국의 쌍태아 출생률은 큰 변동이 없었으

나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였고[1], 1970년대 중반부터 1998년까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쌍태아 출생률은 50-60%, 삼태아 이상은 310-

690% 증가하였다[2].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에는 고령 임신의 증가, 출

산력 치료요법(fertility therapy)의 효능 개선 등이 직접적인 기여 인자

이며, 높은 이혼 및 재혼율의 증가는 고령 임신의 간접적인 기여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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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analyze the regional variance of multiple birth rate (MBR). Methods: We used the 2009-2013 birth certificated data (2,252,771 births) of 
seven metropolitan cities and nine provinces from Statistics Korea. The data of extra-marital birth and information missing cases were excluded. The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to describe the regional variance of MBR adjusted for year of birth, infantile 
sex, maternal age,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 and maternal education and occupation. Results: The higher incidence of maternal age standardized 
MBR were observ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3.24%), Ulsan metropolitan city (3.21%), Chungcheongbuk-do (3.13%)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3.11), and  the lower in Jeju-do (2.47%), Gangwon-do (2.51%), Daegu metropolitan city (2.57%), Gyeongsangbuk-do (2.57%) and Chungcheongbuk-do 
(2.61%). After adjustment by logistic regression for demographic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of MBR in Ulsan metropolitan city 
(odds ratio: 1.281, 95% confidence interval: 1.195-1.373), Seoul metropolitan city (1.272: 1.205-1.343), Gwangju metropolitan city (1.233: 1.152-1.319), 
Chungcheongbuk-do (1.232: 1.152-1.317),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1.231: 1.158-1.308), as compared with the incidence of MBR in Gangwon-do. 
Compared with MBR of Gangwon-do, the odds ratio of MBR by region were 0.965 in Jeju-do, 1.010 in Daegu metropolitan city, 1.021 in Gyeongsangbuk-
do, and 1.030 in Jeollabuk-do (p> 0.05). Conclusions: Regional variance of MBR was observed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ur-
ther stud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risk factors (socio-demographic factors, medical factors: fertility therapies) associated with this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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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바 있다[3]. 출산력 치료요법은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의한 방법과 비-보조생식술인 배란 유도제 투여 및 인공수정 등을 포

함하는 것으로 쌍태아의 약 17%가 보조생식술에 기인된다[4]. 우리나

라는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1984년 이후 쌍태아 출생률은 1985-89년 

1%, 1990-94년 8%, 1995-98년 38% 증가하였고, 삼태아는 각각 12%, 

52%, 176% 증가하였다[5].

국가별 쌍태아 출생률(1972-96년)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캐나다 지역이 홍콩 및 일본보다 높은데, 이는 생물학적 요인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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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술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 또한 Martin and 

Park [7]은 미국 전체 평균 쌍태아 출생률에 비해 매사추세츠 주는 

25% 높고, 삼태아 이상은 네브래스카 주에서 2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으며, 미국(2009년)의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은 뉴멕시코 주는 천명

당 22.3명으로 가장 낮고, 코네티컷 주는 45.9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 이러한 다태아 출생률의 지역별 차이는 출산 연령 분포

와 인종 및 민족의 구성 상태, 출산력 치료요법의 접근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고령 임신, 고학력  비-히스페닉 백인계 분

포가 많은 지역, 불임크리닉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다태아 출생률

이 높고[3], 특히 미국의 북동지역이 전반적으로 다태아 출생률이 높다

[7]. 일본(1951-1990)은 이란성 쌍태아 증가율은 북동지역이 가장 높고, 

남서지역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 

지역별로 다태아 출생률의 변동은 지역별 출산 연령의 분포, 출산력 

치료의 접근성과 이용성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다태아 출생률과 관련한 연구는 연도별 시계열

적 변동 추이[5,10,11], 일란성 및 이란성 쌍태아 출생률[12], 그리고 일

부 산업지역의 쌍태아 출생률[13]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별 다태아 출생률의 변동과 관련해서 출산 

연령 등을 포함한 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도별 출생통계(2009-13년)를 이용하여 다태아 

출생률의 빈도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여, 모성보건 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시행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14]에서 2009

년(448,849건), 2010년(470,171건), 2011년(471,265건), 2012년(484,550건), 

2013년(436,455건)의 출생통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시 통계자료

의 신뢰도 측면을 고려하여 출생신고 2,307,290건 중 태아 수 분류 미

상(4,634건), 혼외 출생(47,754건), 혼인 상태 미상(6,615건), 부모 연령 

미상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복 제외

를 포함한 실제 누락된 데이터 수는 총 54,519건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52,771건이 재분류 되었다. 그리고 지역별 분류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분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2012년 출생신고 1,045건과 2013년 1,111건은 충청남도에 포함하여 분

석하였다. 원시통계에서 제공되는 출생신고 관련 정보에서 다태아 출

생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가 되는 임신방법(자연임신, 보조생식술에 의

한 임신)에 관련된 부분은 집계가 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연구방법 

지역별 다태아 출생률(출생 100명당)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출산 연령 분포의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출생률을 보정하기 위하

여 모의 출산 연령별(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

세 이상) 표준인구(5년간 전체 출산 연령별 출생수의 합)에 각 지역별, 

연령별 다태아 출생률을 이용하여 연령 표준화 다태아 출생률(mater-

nal age standardized multiple birth rate)을 산출하였다. 

출생연도, 출생아 성, 모의 연령, 학력, 직업, 부부간의 연령 차이와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다태아 출생 위험도 추정을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는 다태아 ‘1’, 

단태아 ‘0’으로 부호화하였다. 독립변수는 출생 지역의 경우 강원도의 

다태아 출생률을 기준군(reference)으로 하여 7개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와 8개 도의 다태아 출생 위험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외 독립변

수로는 출생연도(2009-2013), 모의 연령(15, 20, 25, 30, 35, 40세), 출생아

의 성(남아= 0, 여아=1), 모의 교육(무학= 0, 초등졸= 6, 중졸= 9, 고졸

=12, 대졸=16), 직업(있음= 0, 없음=1), 남편과 연령 차이(연상=1, 동

갑=2, 연하=3)를 포함하였다. 각 지역별 다태아 출생 승산비(odds ra-

tio)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으며, 출

생통계 원시자료 분석을 위해 16.0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Table 1은 일반적 특성별 다태아 출생률을 나타낸 것으로 2009년 

2.7%에서 2013년 3.3%로 증가하였고, 출산 연령별 다태아 출생률은 24

세 이하에서 1.4%, 25-29세 2.1%, 30-34세 3.3%, 35-39세 4.2%, 40세 이상

은 3.2%였으며, 광역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다태아 출생률이 높게 나타

났다(p< 0.01).

다태아 출생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3.40%, 울산광역시 

3.25%, 광주광역시 3.16%, 충청북도 3.03%였고, 비교적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도 2.51%, 제주도 2.53%, 경상북도 2.56%, 대구광역

시 2.66%, 전라북도 2.59%였다. 지역별 출산 연령 분포의 차이에서 오

는 변동 요인을 제거한 연령 표준화 다태아 출생률에서는 서울특별시 

3.24%, 울산광역시 3.21%,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는 3.11%로 나타났

고, 다태아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가 2.47%였고, 강원도 

2.51%,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2.57%, 전라북도 2.61%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2).

Table 3은 인구학적 변수를 이용한 지역별 다태아 출생 위험도(승산

비)를 나타낸 것이다. 강원도의 다태아 출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울

산광역시의 다태아 출생 위험도가 1.28 (95% CI: 1.20-1.37)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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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p< 0.01),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 1.272,  광주광역시 1.233, 충청북도 

1.232, 인천광역시 1.231로 유의한 차가 있었고(p < 0.01), 반면 제주도

(0.965), 대구광역시(1.010), 경상북도(1.021), 전라북도(1.030)의 경우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p> 0.05).

고 찰

1970년대 보조생식술 도입 이전인 쌍태아 출생률(천명당)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5.8-6.7명,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영국, 핀란드, 프

랑스, 독일은 8.5-11.1명[15], 보조생식술 도입시기가 늦은 체코는 1972-

94년까지 8.7-9.6명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 우리나라는 1984년에 

체외수정시술이 처음 시작되었으며[5], 우리나라 다태아 출생률은 

1998년 1.5%[11], 본 연구에서는 2010년 2.7%, 2013년의 경우는 3.3%였

다. Martin et al. [8]은 1980년부터 30여 년간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분

의 약 2/3가 보조생식술의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국

(2011년)의 국가 보조생식술 감시시스템(National ART Surveillance 

System)에 의하면 전체 단태아 중 0.8%가 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하였

고, 쌍태아는 19.0%, 삼태아 이상은 32.7%로 보고된 바 있다[16].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는 보조생식술이나 출산 연령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없다[17]. 본 연구에서 연령별 다태아 출생률은 24

세 이하는 1.4%, 25-29세 2.1%, 30-34세 3.3%, 35-39세 4.2%, 40세 이상은 

3.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미국의 경우 쌍태아 출생률(천명당)은 20-24세부터 40세 이상

까지 17.4명-25.3명 수준으로 연령별로 출생률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8], 2013년에는 20-24세 23.1명, 25-29세 31.9명, 30-34세 41.8명, 35-39세 

50.5명, 40-44세 60.9명으로 변동 범위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이

는 보조생식술의 적용 연령이 1980-90년대에는 전 연령층에 시술되었

으나 근래에는 30세 이상에서 빈도가 높아 고 연령에서 다태아 출생

률의 상승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9]. 1980년 미국의 경

우 쌍태아 출생률(천명당)은 20-24세 17.4명, 25-29세 20.5명, 30-34세 

23.5명. 35-39세 25.3명, 40세 이상 22.1명으로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 않

았으나[8], 2013년에는 20-24세 23.1명, 25-29세 31.9명, 30-34세 41.8명, 

35-39세 50.5명, 40-44세 60.9명, 45-54세는 208.8명으로 변동 범위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이러한 현상은 보조생식술의 적용이 연령별로 

다른데서 기인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80-90년대에는 보조생식술

은 전 연령층에 시술되었으나 근래에는 30세 이상에서 시술 빈도가 높

아 그 만큼 다태아 출생률의 상승효과가 더 커진다[19].  자연임신(nat-

ural pregnancy)에 의한 1988-2004년 쌍태아 출생률은 1967-87년에 비

해 출산 연령 20-24세는 1.1배, 30-34세 1.25배, 40-44세 1.36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출산력 치료요법이 없는 시기에 스웨덴(1849-73년)의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은 차이가 있었고[20], 1751-1960년에는 지역간 차이가 둔화되었

는데 이는 도시화, 산업화, 이주로 인한 고립 지역의 와해와 족내혼(en-

dogamy)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우리나라(1981-91년) 

산업지역(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천, 인천)의 쌍태아 출생률은 우리

나라 전체 출생률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13], 이때

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다태아 출생 기여효과가 크지 않은 시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다태아 출생률은 고령 출산의 비율이 높은 

지역, 비-히스패닉 백인계의 비율이 높고, 불임크리닉이 집중된 지역에

서 출생률이 높다[7].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쌍태아 출생률은 

Table 1. Incidence of singleton and multiple birth in marital women by 
year of birth,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gion of Korea, 2009-2013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nt 

distribution (%) Total (n) 
Singleton Multiple

Total 97.0 3.0 100.0 (2,252,771)
Year of birth1

2009 97.3 2.7 100.0 (434,334)
2010 97.2 2.8 100.0 (458,528)
2011 97.0 3.0 100.0 (460,194)
2012 96.8 3.2 100.0 (473,317)
2013 96.7 3.3 100.0 (426,398)

Region* 
Metropolitan city 96.8 3.2 100.0 (991,402)
Province 97.1 2.9 100.0 (1,261,369)

Maternal age1

≤24 98.6 1.4 100.0 (121,727)
25-29 97.9 2.1 100.0 (659,644)
30-34 96.7 3.3 100.0 (1,073,098)
35-39 95.8 4.2 100.0 (351,626)
≥40 96.8 3.2 100.0 (46,676)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1,2

Wife older than husband 97.2 2.8 100.0 (296,868)
Same age 97.1 2.9 100.0 (355,215)
Husband older than wife 97.0 3.0 100.0 (1,600,651)

Maternal education1

 ≤Middle 97.9 2.1 100.0 (47,689)
High 97.2 2.8 100.0 (635,175)
College 96.9 3.1 100.0 (1,569,907)

Maternal occupation
None 97.0 3.0 100.0 (1,528,814)
Yes 97.0 3.0 100.0 (723,957)

Infantile gender1

Male 97.1 2.9 100.0 (1,158,440)
Female 96.9 3.1 100.0 (1,094,331)

1p <0.01 (chi-squire test).
2Exclude missing case (37 cases).



Multiple Birth Rate in Kore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439

Table 2. Multiple birth rate and age standardized multiple birth rate per 100 births by year and region of Korea, 2009-2013

Region
Multiple birth rate per 100 births 

TMBR1 ASMBR2

2009 2010 2011 2012 2013

Seoul metropolitan city 3.15 3.04 3.36 3.73 3.73 3.40  3.24 
Busan metropolitan city 2.64  2.88 3.18 3.04 3.17 2.99  2.88
Daegu metropolitan city 2.53  2.24 2.77 2.86 2.90 2.66  2.57 
Incheon metropolitan city 2.46  2.95 2.88 3.78 3.53 3.14  3.09
Gwangju metropolitan city 2.93  2.98 3.32 3.19 3.39 3.16  3.11
Daejeon metropolitan city 2.83  2.91 2.84 2.76 3.27 2.92  2.85
Ulsan metropolitan city 3.09  3.21 2.89 3.66 3.35 3.25  3.21
Gyeonggi-do 2.71  2.78 2.91 3.25 3.32 2.99  2.90
Gangwon-do 2.47  2.25 2.70 2.68 2.44 2.51  2.51  
Chungcheongbuk-do 2.40  3.14 2.92 3.37 3.33 3.03  3.11
Chungcheongnam-do 2.58  2.54 2.59 2.76 3.05 2.70  2.81
Jeollabuk-do 2.32  2.13 2.66 2.74 3.12 2.59  2.61
Jeollanam-do 2.85  2.42 2.97 2.78 3.60 2.91  2.98
Gyeongsangbuk-do 2.35  2.20 2.53 2.83 2.87 2.56  2.57
Gyeongsangnam-do 2.71  2.80 2.77 3.02 3.14 2.89  2.89
Jeju-do 2.09  1.87 2.61 3.01 3.04 2.53  2.47
Total 2.74  2.76 2.96 3.23 3.32 3.00 -

1TMBR: total multiple birth rate per 100 births of five years (2009-2013). 
2ASMBR: age standardized multiple birth rate per 100 births; maternal age specific standard population [maternal age specific birth case of five years; aged 
under 15 years (7,852 births), aged 20-24 (113,875 births), aged 25-29 (659,644 births), aged 30-34 (1,073,098 births), aged 35-39 (351,626 births), and 
aged 40 years & older (46,676 births)].

Table 3. Odds ratio of multiple birth rate by region of Korea, 2009-2013; adjusted for demographic variables by logistic regression

Region
Birth type (%)

Total (n) 
Odds ratio of Multiple birth rate 

(95% CI)Singleton Multiple

Seoul metropolitan city 96.6 3.4 100.0 (442,377)  1.27 (1.21-1.34)**
Busan metropolitan city 97.0 3.0 100.0 (131,726)  1.14 (1.07-1.21)**
Daegu metropolitan city 97.3 2.7 100.0 (98,497)  1.01 (0.95-1.08)  
Incheon metropolitan city 96.9 3.1 100.0 (125,949)  1.23 (1.16-1.31)**
Gwangju metropolitan city 96.8 3.2 100.0 (65,534)  1.23 (1.15-1.32)**
Daejeon metropolitan city 97.1 2.9 100.0 (70,700)  1.13 (1.05-1.21)**
Ulsan metropolitan city 96.8 3.2 100.0 (56,619)  1.28 (1.20-1.37)**
Gyeonggi-do 97.0 3.0 100.0 (581,156)  1.15 (1.09-1.22)**
Gangwon-do1 97.5 2.5 100.0 (58,980)  1.00
Chungcheongbuk-do 97.0 3.0 100.0 (70,594)  1.23 (1.15-1.32)**
Chungcheongnam-do 97.3 2.7 100.0 (98,906)  1.10 (1.03-1.18)**
Jeollabuk-do 97.4 2.6 100.0 (76,196)  1.03 (0.09-1.10)  
Jeollanam-do 97.1 2.9 100.0 (79,535)  1.18 (1.10-1.26)**
Gyeongsangbuk-do 97.4 2.6 100.0 (114,545)  1.02 (0.96-1.09)  
Gyeongsangnam-do 97.1 2.9 100.0 (154,720)  1.14 (1.08-1.21)**
Jeju-do 97.5 2.5 100.0 (26,737)  0.97 (0.88-1.06)  
Total 97.0 3.0 100.0 (2,252,771)

CI, confidence interval.
1Reference group (multiple birth rate of Gangwon-do).
Odds ratio: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by year of birth (2009, 2010, 2011, 2012, 2013),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infantile gender (male=0 fe-
male =1),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husband older than wife =1. same age =2, wife older than husband =3), maternal occupation (none =1, 
yes=0), and education (none=0, elementary=6, middle=9, High=12, college/university=16).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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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주에서 최소한 50% 이상 증가했고, 코네티컷, 하와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주는 100% 이상 증가하였다[8]. 미국(2004-06년)

의 쌍태아 출생률(천명당)은 32.2명이며, 4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코네

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주이고, 출생률 25 이하는 뉴멕시코 주로 보

고되었다[22]. 본 연구의 지역별 다태아 출생률(2009-13년)은 강원도의 

경우 정체 수준이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미미한 증가가 

있었던 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도는 다태아 출생

률이 0.8-1.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력 치료요법이 없는 시기에 스웨덴(1849-73년)의 고틀란드, 엘

브스보리, 스톡홀름 지역에 쌍태아 출생률이 차이가 있었고[20], 1751

년부터 1960년까지 쌍태아 출생률의 지역 간 차이가 둔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도시화, 산업화, 지역 간 이주로 인한 고립 지역의 

와해와 족내혼(endogamy)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지역

별 다태아 출생률은 고령 출산의 비율이 높은 지역, 비-히스패닉 백인

계의 점유율이 높고, 불임크리닉이 많이 집중된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쌍태아 출생률은 43

개주에서 최소한 50% 이상 증가했고, 코네티컷, 하와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주는 100% 이상 증가하였다[8]. 본 연구의 지역

별 다태아 출생률(2009-13년)은 강원도의 경우 정체 수준이고, 대구광

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미미한 증가가 있었던 반면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도는 다태아 출생률이 0.8-1.0% 포인트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2004-06년)의 전체 쌍태아 출생률(천명당)

은 32.2명, 삼태아 이상은 1.63명이고, 40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코네티

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주이고, 출생률 25 이하는 뉴멕시코 주, 삼태아 

이상에서는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뉴저지 주가 2.50명을 초과하고, 

뉴멕시코 주는 0.72명으로 가장 낮았다[22]. 우리나라의 경우 1981-91

년에 산업지역(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천, 인천)의 쌍태아 출생률은 

우리나라 전체 출생률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13], 

이때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다태아 출생 기여효과가 크지 않은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별도의 표로 제시 하지 않았으나 지역별 35세 이상 출

산 분포는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는 20%를 상회하고, 부산광역시, 경기

도 18%,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17%, 광주광역시, 강원

도, 전라북도 16%, 전라남도, 경상남도 15%,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

상북도, 충청남도는 14% 수준이었다. 지역별 연령 표준화 다태아 출생

률은 서울특별시 3.24%, 울산광역시 3.21%,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는 

3.11%였고, 제주도는 2.47%, 강원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라북도

는 2.51-2.61% 수준으로 출생률이 낮았다. 표준화 이전 다태아 출생률

과 연령 표준화 출생률을 비교해보면 7개 광역시 및 경기도와 제주도

는 출생률이 감소하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은 같거나 증가하였는데, 이

는 출산 연령의 분포가 다른데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에서 지역별 다태아 출생 위험도는 강원

도에 비해 울산광역시는 1.281, 서울특별시 1.272, 광주광역시 1.233, 충

청북도 1.232, 인천광역시 1.231로 유의하였고(p< 0.01), 반면 제주도, 대

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유의하지 않았다(p> 0.05). 

본 연구에서 연령 표준화 다태아 출생률과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다태아 출생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인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종에 따른 변동요인이 없고, 불임

크리닉의 지리적 접근성도 교통수단 및 이동 거리를 고려해 볼 때 미

국처럼 지역별 장애 요인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불임크리닉이 많

이 집중된 지역에서 다태아 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7], 우리

나라의 2010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141개)의 지역별 분포

는 서울(29), 경기(27), 부산(13), 대구(11), 대전(8), 광주,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 7개, 인천, 울산, 경북, 제주는 4-5개, 강원과 충북은 3개이며

[23], 2012년 정부 지정 인공수정시술 기관(380개) 중에서 불임부부지

원사업 시술 이용 기관(270개)의 평균 배아 이식 수는 광주, 전북, 전남

이 2.6개, 제주 2.9개, 대구 1.8개, 경북 1.9개로 보고된 바 있다[24]. 우리

나라의 지역별 불임 시술기관의 분포, 배아 이식 수와 같은 지역별 정

보를 이용한 다태아 출생률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일관성 경향을 보여

주지 않았으며,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대한 출생아 수는 2009년 4,081

건으로[24], 2009년 우리나라 전체 다태아(12,062건)에 약 40%에 불과

하여 전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별 다태아 출생

률의 변동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

었다. 출산력 치료요법의 이용성 측면에서 지역별로 매우 유용한 지표

가 되는 임신방법(자연임신 혹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정보는 출생신고

에 의해 집계되지 않아 지역별 다태아 출생률의 심층적인 분석이 불가

능 하였다. 출산력 치료요법에 의한 지역별 출생아 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출산력 치료요법의 수용에 부정적인 사회 ∙ 규범적 인식이

나 태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다태아 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출생신고 내용 중에 임신방법(자연임신, 체외

수정시술, 인공수정, 배란유도제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법적 제

도적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의 2009-2013년 출생통계 원시자료(2,252,771

건)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다태아 출생 위험도를 추정을 위해 출생 연

도, 출생아 성, 모의 연령, 학력, 직업, 부부 간의 연령 차이와 같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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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태아 출생률은 2009년 2.7%에서 2013년 3.3%로 증가하였고, 출산 

연령별 다태아 출생률은 24세 이하에서 1.4%, 25-29세 2.1%, 30-34세 

3.3%, 35-39세는 4.2%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연령 표준화 다태아 출생

률에서 서울특별시 3.24%, 울산광역시 3.21%,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는 3.11%였으며, 다태아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가 2.47% 였

고, 강원도 2.51%,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2.57%, 전라북도 2.61%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지역별 다태아 출생률은 강원도에 비해 

울산광역시의 다태아 출생 위험도가 1.281(95% 신뢰구간: 1.195-1.373)

로 가장 높았고(p < 0.01),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 1.272, 광주광역시 

1.233, 충청북도 1.232, 인천광역시 1.231로 유의한 차가 있었고

(p< 0.01), 반면 제주도(0.965), 대구광역시(1.010), 경상북도(1.021), 전라

북도(1.030)의 경우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p> 0.05). 이러한 지역별 다태

아 출생률의 차이가 단순히 출산 연령 분포의 차이나 출산력 치료요

법의 접근성 또는 이용성 수준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

른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자연임신과 보조생식술에 의한 다태아 출생

률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신고 항목에 대한 제도적 

정보 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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