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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쌍태아는 단태아보다 신생아 및 영아 사망수준이 높고[1], 신생아 및 

영아기에 의료자원의 요구도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는 고령 임신 증가, 출산력 치료요법의 효능 개선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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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analyze the seven metropolitan cities of twin birth rate per 100 births (TBR) from 2000 to 2019 in Korea. Methods: We used the 2000-

2019 birth certificated data (3,949,097 births) of seven metropolitan cities from Statistics Korea. The data of extra-marital birth and information missing 

cases (maternal and paternal age and triplet birth) were excluded. The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to describe the regional variance of TBR adjusted for maternal age,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 and maternal educational backgrounds. Results: Dur-

ing this period (2000-2019 years), the highest TBR by region was observed in Ulsan and Seoul metropolitan city (3.0), and the lowest TBR in Deagu met-

ropolitan city (2.6). The TBR increased by 275 percent from 1.74 in 2000 to 4.79 in 2019. During the period from 2000-2004 to 2015-2019, there was the 

highest increment of TBR in Ulsan metropolitan city (odds ratio: 1.78; 95% confidence interval: 1.64-1.92) and Busan metropolitan city (1.74; 1.65-1.83), 

and the lowest increment in Daegu metropolitan city (1.24; 1.17-1.31), after adjustment by logistic regression for demographic variables. During the 

period 2015-2019 year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the odds ratio of TBR in Ulsan metropolitan city (1.39), Busan metropolitan city (1.33), Seoul 

metropolitan city (1.25)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1.23), as compared with the TBR of Deagu metropolitan city. Conclusions: Over the past two 

decades, TBR have risen dramatically in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Regional variance of TBR was observed among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 to understand the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factors associated with regional differences. The national birth registration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monitor whether twin births are spontaneous or assisted pregnancy.

Key words: Twin birth rate, Regional difference, Secular trend of twin birth 

How to cite this article:
Park SH, Kwon KH, Lee SN, Kim SB, Seo MJ, Yang WC, Lim DO. Secular Trend of twin birth rate in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2000-2019 . J Health Info Stat 2021;46(3):362-368. Doi: https://doi.
org/10.21032/jhis.2021.46.3.362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21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Original Article

pISSN 2465-8014  |  eISSN 2465-8022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Corresponding author: Dar Oh Lim
56 Gongjudaehak-ro, Gongju 32588, Korea
Tel: +82-41-850-0327, E-mail: moon5@kongju.ac.kr

Received: July 30, 2021 Revised: August 28, 2021 Accepted: August 28, 2021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인자이며[3], 출산력 치료요법은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과 배란 유도제 투여나 인공수정과 같은 

비-보조생식술 방법으로 구분되고 쌍태아의 약 17%가 보조생식술에 

기인한다[4]. 1980년 이후 30여 년 동안 쌍태아 출생률 증가분의 2/3정

도가 보조생식술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1.46.3.362&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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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쌍태아 출생률은 20세기 전반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

나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했고[6], 1980-1985년과 2010-2015년 사이에 

전 세계 112개 국가 중에서 74개 국가에서 쌍태아 분만율이 최소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7]. 우리나라는 체외수정 시술이 1984

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다태아 출생률(1981-2017)

은 연간 평균 3.9% 증가하였고, 난임 부부 정부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

된 2006년,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된 년도 직후의 다태

아 출생률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전 세계 165개 국가(2010-2015년)의 쌍태아 분만율은 아프리카 천명

당 17.1, 아세아 9.2, 유럽 14.4, 북아메리카 16.9, 오세아니아 14.8, 남아메

리카 9.3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주었다[7]. 미국의 쌍태아 출생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5,9], 이러한 지역별 차

이는 인종의 구성 상태, 출산 연령 분포, 출산력 치료요법의 접근성 등

에 영향을 받으며[9]. 고령 임신, 고학력 비-히스페닉 백인계 집중 지역, 

불임 클리닉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다태아 출생률이 높다[3].

우리나라에서 쌍태아 출생률의 변동과 관련한 연구는 다태아 출생

률의 연도별 시계열적 변동 추이[8,10], 일부 산업지역 쌍태아 출생률의 

연구[11]와 우리나라 전국 출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다태아 출생률과 

관련된 연구[12]가 있으나 연구 기간이 2009-2013년으로 짧은 기간 동

안 관찰한 것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이 개시 2006년 이전의 지역별 다

태아 출생률 부분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출생통계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

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의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모성보건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13]에서 2000

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출생 원시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시 통계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 측면을 고려하

여 출생신고 4,037,429건 중에서 혼외 출생(68,445건), 혼인 상태 미상

(16.060건), 삼태아(1,721건) 및 태아 수 미상(15,559건), 모의 연령 미상

(6,269건), 부의 연령 미상(40,697건)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연구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복 제외를 포함한 총 제외 건수는 88,332건이

었으며, 최종적으로 집계된 출생아수는 3,949,097건이었다. 그리고 지역

별 분류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로 구분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부터 출생신고가 집계

되어 통계자료의 완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00

년부터 2019년 20년간 지역별 출생아수는 서울특별시 1,758,330건, 부산

광역시 529,237건, 대구광역시 407,206건, 인천광역시 491,854건, 광주

광역시 265,014건, 대전광역시 276,332건, 울산광역시 221,124건이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광역시의 지역별 쌍태아 출

생률(출생아 100명당)의 변동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20년간 광역시

의 지역별 연도별 쌍태아 출생률(쌍태아 수/출생아 수×100)과 2000-

2004년부터 2015-2019년까지 5년 단위 구간으로 구분하여 쌍태아 출

생률의 변동 수준 및 연도 구간별 증감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부모의 연령, 모의 교육수준, 부부간의 연령 차이와 같은 변수를 이

용하여 연도별,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 증가 교차비(odds ratio, OR) 추

정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쌍태아 ‘1’, 단

태아 ‘0’으로 부호화하였고, 독립변수에서 출생 지역의 경우 쌍태아 출

생률이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의 출생률을 기준군으로 하여 6개 광역

시(서울특별시 포함)의 쌍태아 출생 교차비를 5년 구간별로 분석하였

다. 그 외 독립변수인 모의 연령은 실 연령(세), 부의 실 연령(세), 모의 

교육 수준(무학= 0, 초등졸= 6, 중졸= 9, 고졸=12, 대졸=16), 모의 연

령을 기준으로 부의 연령 차이(연상=3, 동갑=2, 연하=1)를 포함하였

다. 그리고 연도 구간별 쌍태아 출생률의 지역별 교차비 추정을 위해 

2000-2004년 쌍태아 출생률의 기준군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교

차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연임신보다 보조생식술에서 쌍태아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원시통계에서 제공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임신방법(자연임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집계가 되고 있지 않아 임신방법별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

에 관련된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 교차비와 95% 신뢰구간(95% confi-

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하였으며, 출생통계 원시 자료 분석을 위

해 SPSS 20.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년간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전체 쌍태아 출생률(출생 100

명당)은 2.9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및 울산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이 3.0으로 가장 높고, 반면 대구광역시는 2.6으로 가장 낮았다. 

연도 구간별로는 2000-2004년 2.0에서 2015-2019년 4.1로 약 2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도별 쌍태아 출생률은 2000년 1.74에서 

2019년 4.79로 약 275% 증가하였고, 모든 지역에서 쌍태아 출생률의 증

가 현상을 관찰하였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0-2003년 구간은 1.89-

2.36 범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쌍태아 출생률을 보였으나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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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증가 폭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았고, 2009년을 기점으로 쌍태

아 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낮았다(Table 2). 20년간 주요 3개 지

역(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 추이에서 

2003년까지는 대구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이 가장 높았으나 2004년 

이후부터 역전되었고, 2012년부터는 쌍태아 출생률의 간격 차가 더 커

진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인구학적 변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00-04년 2015-

19년 두 구간 사이에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 교차비가 가장 큰 지역이 

Table 1. Regional TBR per 100 births in seven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2000-2019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nt distribution (%)
Total (n) 

Singleton birth Twin birth

Total 97.1 2.9 100.0 (3,949,097)
Year of birth
   2000-2004 98.0 2.0 100.0 (1,194,315)
   2005-2009 97.3 2.7 100.0 (997,195)
   2010-2014 96.7 3.3 100.0 (987,996)
   2015-2019 95.9 4.1 100.0 (769,591)
Region (metropolitan city)
   Seoul 97.0 3.0 100.0 (1,758,330)
   Busan 97.2 2.8 100.0 (529,237)
   Daegu 97.4 2.6 100.0 (407,206)
   Incheon 97.2 2.8 100.0 (491,854)
   Gwangju 97.2 2.8 100.0 (265,014)
   Daejeon 97.3 2.7 100.0 (276,332)
   Ulsan 97.0 3.0 100.0 (221,124)
Maternal age (y)
   ≤24 98.7 1.3 100.0 (221,462)
   25-29 98.1 1.9 100.0 (1,312,989)
   30-34 96.8 3.2 100.0 (1,756,043)
   35-39 95.3 4.7 100.0 (583,478)
   ≥40 96.3 3.7 100.0 (75,125)
Paternal age (y)
   ≤24 98.7 1.3 100.0 (54,350)
   25-29 98.4 1.6 100.0 (636,693)
   30-34 97.5 2.5 100.0 (1,844,793)
   35-39 96.1 3.9 100.0 (1,095,245)
   ≥40 95.7 4.3 100.0 (318,016)
Maternal education
   ≤Middle 97.9 2.1 100.0 (81,216)
   High 97.6 2.4 100.0 (1,243,007)
   College 96.9 3.1 100.0 (2,624,874)

TBR, twin birth rate.

Table 2. Regional TBR per 100 births by birth year in Korea, 2000-2019

Year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Total

2000 1.74 1.66 1.89 1.70 1.61 1.86 1.87 1.74
2001 1.83 1.93 2.20 1.85 2.17 2.02 1.97 1.93
2002 2.18 1.97 2.36 2.02 2.19 1.98 1.92 2.12
2003 2.28 1.97 2.29 2.16 2.22 1.97 1.86 2.18
2004 2.33 2.03 1.97 2.24 2.25 1.99 2.45 2.22
2005 2.53 2.13 2.29 1.81 2.35 2.23 2.59 2.34
2006 2.84 2.27 2.35 2.52 2.45 2.46 2.84 2.63
2007 3.00 2.62 3.00 2.46 2.43 2.83 3.27 2.85
2008 3.18 2.41 3.01 2.73 3.10 3.07 3.08 2.99
2009 3.19 2.70 2.59 2.49 3.00 2.89 3.19 2.95
2010 3.08 2.93 2.26 2.99 3.02 2.92 3.29 2.96
2011 3.40 3.26 2.81 2.94 3.41 2.77 2.95 3.20
2012 3.82 3.12 2.89 3.84 3.20 2.80 3.75 3.51
2013 3.80 3.21 2.94 3.58 3.49 3.32 3.47 3.53
2014 3.91 3.90 3.16 3.79 3.61 3.32 3.70 3.74
2015 4.14 4.27 3.21 3.77 3.69 3.76 4.22 3.96
2016 4.38 4.39 3.40 3.72 4.05 3.85 4.36 4.13
2017 4.59 3.86 3.57 4.04 4.11 3.86 4.24 4.19
2018 4.80 4.22 3.48 4.50 5.07 4.11 4.33 4.48
2019 5.26 4.38 3.57 5.20 4.24 4.06 4.85 4.79

TBR, twin birth rate.

Figure 1. Secular trend of TBR per 100 births among three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2000-2019. TBR, twin birth rate. 

5.5

5.0

4.5

4.0

3.5

3.0

2.5

2.0

1.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Year of birth

Tw
in

 b
irt

h 
ra

te
 p

er
 1

00
 b

irt
hs

Seoul
Daegu
Ulsan



Twin Birth Rate in Metropolitan Citi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65

울산광역시(1.78)와 부산광역시(1.74)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쌍태

아 출생률의 증가 교차비는 1.24로 가장 낮았다(Table 3). 대구광역시

의 쌍태아 출생률을 기준군으로 했을 때 2000-2009년 구간에서는 일

부 지역에서만 쌍태아 출생률 교차비가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2010년 

이후 구간에서는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서 교차비가 유

의한 차가 있었다. 2015-2019년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에 

비해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 교차비는 울산광역시 1.39, 부산광역시 

1.33, 서울특별시 1.25, 인천광역시 1.2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 찰

시계열적으로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 현상은 임신 연령의 증가와 보

조생식술의 확산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서로 분리해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14]. 2011년 미국 쌍태 출생아의 약 19.0%가 보조생

식술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 우리나라 쌍태아 출생률(100

명당)은 1981년 1.013, 1990년 0.996, 2000년 1.668, 2010년 2.687, 2017년 

3.087로 증가하였고,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시행된 시기인 2006년 다태

아 출생률의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0.5%, 2007년은 13.6%, 시술비 지

원 금액 및 회수가 확대된 2011년은 전년도 대비 7.6%, 2012년은 9.7%로 

비교적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전 세계 165개 국가에서 1980-1985년과 2010-2015년 사이에 쌍태아 

분만율의 증가폭이 가장 큰 국가는 그리스, 덴마크, 대한민국으로 보

고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 남아시아 지역,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의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미미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7]. 본 

Table 3. Secular trend and odds ratio of TBR per 100 births by birth year and region of metropolitan city, 2000-2019, adjusted for demographic variables by 
logistic regression

Metropolitan city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TBR (OR) TBR (OR, 95% CI) TBR (OR, 95% CI) TBR (OR, 95% CI)

Seoul 2.0 (1.00) 2.9 (1.26, 1.22-2.29)** 3.5 (1.37, 1.34-1.41)** 4.4 (1.59, 1.55-1.63)**
Busan 1.9 (1.00) 2.4 (1.17, 1.11-1.23)** 3.2 (1.45, 1.38-1.52)** 4.1 (1.74, 1.65-1.83)**
Daegu 2.1 (1.00) 2.6 (1.12, 1.06-1.19)** 2.7 (1.08, 1.03-1.15)** 3.3 (1.24, 1.17-1.31)**
Incheon 1.9 (1.00) 2.4 (1.11, 1.06-1.18)** 3.3 (1.45, 1.38-1.53)** 4.0 (1.65, 1.56-1.74)**
Gwangju 2.0 (1.00) 2.6 (1.17, 1.10-1.26)** 3.2 (1.36, 1.27-1.46)** 4.0 (1.59, 1.48-1.70)**
Daejeon 1.9 (1.00) 2.6 (1.25, 1.17-1.34)** 2.9 (1.28, 1.20-1.37)** 3.7 (1.54, 1.43-1.65)**
Ulsan 2.0 (1.00) 2.9 (1.41, 1.30-1.52)** 3.3 (1.49, 1.39-1.61)** 4.2 (1.78, 1.64-1.92)**
Total 2.0 (1.00) 2.7 (1.22, 1.20-1.24)** 3.3 (1.36, 1.34-1.39)** 4.1 (1.58, 1.56-1.61)**

TBR, twin birth rat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birth year (TBR for 2000-2004 years).
Odds ratio of TBR by metropolitan city in birth year of 2005-2019 relative to TBR of 2000-2004 years;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by maternal and paternal 
age (years),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husband older than wife=3. same age=2, wife older than husband=1), and maternal education (none=0, 
elementary=6, middle=9, High=12, college/university=16). 
**p<0.01.

Table 4. Odds ratio of TBR per 100 births by region of metropolitan city, 2000-2019, adjusted for demographic variables by logistic regression

Metropolitan city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TBR (OR, 95% CI) TBR (OR, 95% CI) TBR (OR, 95% CI) TBR (OR, 95% CI)

Seoul 2.0 (0.90, 0.82-0.98)* 2.9 (1.06, 0.96-1.17) 3.5 (1.36, 1.19-1.46)** 4.4 (1.25, 1.14-1.36)**
Busan 1.9 (0.87, 0.77-0.97)* 2.4 (0.92, 0.81-1.05) 3.2 (1.29, 1.14-1.45)** 4.1 (1.33, 1.20-1.47)**
Daegu1 2.1 (1.00) 2.6 (1.00) 2.7 (1.00) 3.3 (1.00)
Incheon 1.9 (0.91, 0.81-1.02) 2.4 (0.83, 0.72-0.95)** 3.3 (1.37, 1.21-1.54)** 4.0 (1.23, 1.11-1.37)**
Gwangju 2.0 (0.86, 0.75-0.98)* 2.6 (1.03, 0.89-1.20) 3.2 (1.36, 1.18-1.56)** 4.0 (1.16, 1.02-1.32)**
Daejeon 1.9 (0.99, 0.87-1.13) 2.6 (0.98, 0.84-1.14) 2.9 (1.31, 1.13-1.50)** 3.7 (1.20, 1.06-1.36)**
Ulsan 2.0 (1.00, 0.87-1.15) 2.9 (1.17, 1.00-1.37)* 3.3 (1.52, 1.32-1.75)** 4.2 (1.39, 1.23-1.57)**

TBR, twin birth rat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Reference (TBR of for Daegu metropolitan city).
Odds ratio of TBR by metropolitan city in birth year of 2000-2019 relative to TBR of Daegu metropolitan city;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by maternal and 
paternal age (years),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husband older than wife=3. same age=2, wife older than husband=1), and maternal education 
(none=0, elementary=6, middle=9, High=12, college/university=16).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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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의 변동 추이에서 출산 연령 등의 인구학

적 변수를 표준화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00-2004년과 2015-

2019년 두 구간에 쌍태아 출생률 증가 교차비가 가장 큰 지역이 울산

광역시(1.78), 부산광역시(1.74)이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쌍태아 출생률

이 2.0에서 4.4로 증가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차비는 1.59로 나

타났으며 이는 인구학적 변수를 표준화한 결과로 추측된다. 일부 국가

에서도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폭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연구보고가 있

는데, 미국(1980-2009년)은 43개 주에서 최소한 50% 이상 쌍태아 출생

률이 증가했고, 코네티컷, 하와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주는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5]. 브라질(2001-2014년)은 

남동부 지역이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폭이 크고 북부지역이 가장 낮으

며[16], 중국(2007-2014년)은 도시지역의 쌍태아 출생률 증가율이 

42.2%, 농촌은 18.2% 증가했고, 동부 지역이 33.7%, 중부 및 서부지역은 

28%-29%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17].

다태아 출생률의 지역별 차이는 출산 연령, 인종 및 민족의 구성 상

태, 출산력 치료요법의 접근성에 영향을 받고[9], 불임 클리닉의 접근

이 용이한 지역에서 다태아 출생률이 높다[3]. 미국(2004-2006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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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주이고, 출생률 25 이하는 뉴멕시코 주였으

며[18], 2009년의 쌍태아 출생률에서도 뉴멕시코 주는 천명당 22.3명으

로 가장 낮고, 코네티컷 주는 45.9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5]. 브라질(2001-2014년)의 경우 중부, 북부, 북동부 지역은 쌍태아 출

생률이 낮고, 반면 남부 및 남동부 지역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16], 중국(2007-2014년)은 동부 지역이 중부 및 서부 지역보다 쌍태아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우리나라의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1981-

1991년 산업 지역(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천, 인천)의 쌍태아 출생률

은 우리나라 전체 출생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11], 전

국 출생 통계자료(2009-2013년)를 이용한 출산 연령 표준화 다태아 출

생률(100명당)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3.24%, 울산광역

시 3.21%,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는 3.11%였고, 제주도(2.47%), 강원도

(2.51%),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2.57%), 전라북도(2.61%)는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12].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20년간 지역별 쌍태아 출생

률은 서울특별시 및 울산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이 3.0으로 가장 높

고, 반면 대구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은 2.6으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

에서 쌍태아 출생률이 낮은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이전 구간은 일부 지역에서만 쌍태아 출생률 교차비가 유의하였으나, 

2010년 이후 구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2015-2019

년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 기준으로 지역별 쌍태아 출생

률 교차비는 울산광역시 1.39, 부산광역시 1.33, 서울특별시 1.25, 인천

광역시 1.23 순이었다. 

우리나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체외수정: 280개, 2021년)은 서울특별

시 59개, 부산광역시 27개, 대구광역시 12개, 인천광역시 16개, 광주광

역시 9개, 대전광역시 12개, 울산광역시 5개로 등록되어 있다[19].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타지역 외부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인천광역시

와 울산광역시, 경기도 및 그 외 지역 의료기관은 거주자 이용률이 낮

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0].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기관의 편

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통망의 편리성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 우리나

라 지역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60,471건) 분포는 서울특별시 14,363건

(23.8%), 부산광역시 3,768건(6.2%), 대구광역시 2,614건(4.3%), 인천광역

시 3,392(5.6%), 광주광역시 1,950건(3.2%), 대전광역시 1,500건(2.5%), 울

산광역시 1,357건(2.2%), 기타 지역은 57.1%로 보고된 바 있다[21]. 본 연

구에서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7년 우리나라 총 출생아

(357,771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특별시 18.3%, 부산광역시 6.0%, 대구

광역시 4.5%, 인천광역시 5.7%, 광주광역시 2.8%, 대전광역시 3.0%, 울

산광역시 2.6%, 이를 제외한 지역은 57.1%이었다. 본 연구에서 지역별 

난임시술 의료기관 분포, 지역별 체외수정 시술 지원 건수 및 지역별 

출생아 분포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연관성을 찾고자 시도하였으나 일

관성 있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제

공되는 배아 이식 수도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의 변동에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난임부부지원사업(2012년)의 평균 배아 이식 수는 

전국 평균이 2.4개, 서울특별시 2.5개, 부산광역시 2.4개, 대구광역시 

1.8개, 인천광역시 2.4개, 광주광역시 2.6개, 대전광역시 2.5개, 울산광

역시 2.1개로 보고된 바 있으나[22], 대구광역시의 평균 배아 이식 수가 

타지역보다 적지만 쌍태아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 인자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나라는 2015년부터 생명윤리 및 다태아 출생을 감소 전략으로 이식 최

대 배아 수를 배양 일수 및 연령에 1-3개로 제한하고 있다[23]. 우리나

라 2013년 출생한 쌍태아(14,115명) 중 약 26.0%는 난임부부지원사업

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8].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체 쌍태아 

중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의한 지역별 쌍태아의 점유율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출생신고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임신 성

립 정보(자연임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가 없어서 자연 임신에 의

한 쌍태아 점유율과, 보조생식술에 의한 쌍태아 점유율이 구분되지 

않아 상호 기여 효과의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노르웨이(1988-2004년)

에서 쌍태아 출생률은 1.1%에서 1.9%로 증가했으나, 보조생식술에 부

분을 제외하면 자연임신에서 쌍태아 출생률은 1.1%에서 1.6%로 보고

되었다[14].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의 변동성이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의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설명되지 못한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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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불완전한 출생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별 변동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완전성 

측면에서 출생신고 항목에 임신 방법(자연임신 또는 보조생식술에 의

한 임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

고 난임 부부 의료기관의 이용성 측면(이식 배아 수, 태아 수)과 출산

력 치료요법의 수용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 다양한 정보 부분도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 론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 2000-2019년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출

생통계 원시자료(3,949,097)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및 연도 구간별 쌍태

아 출생 교차비 추정을 위해 부모의 연령, 모의 학력, 부부 간의 연령 

차이와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0년간 전체 쌍태아 출생률은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3.0으

로 가장 높고, 반면 대구광역시는 2.6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쌍태아 

출생률(100명당)은 2000년 1.74에서 2019년 4.79로 약 275% 증가하였

고, 연도 구간별 쌍태아 출생률은 2000-2004년 2.0에서 2015-2019년 

4.1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0-2003년 구간은 쌍태

아 출생률이 1.89-2.36 범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2009년을 기

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쌍태아 출생률은 가장 낮았다.

인구학적 변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에서 2000-2004년과 2015-

2019년 두 구간에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 교차비가 가장 큰 지역이 울

산광역시(1.78)와 부산광역시(1.74)였으며, 대구광역시는 쌍태아 출생

률 증가 교차비는 1.24로 가장 낮았다. 2010년 이후 대구광역시의 쌍태

아 출생률은 모든 지역에서 교차비가 유의하였으며, 2015-2019년의 경

우 대구광역시의 쌍태아 출생률에 비해 각 지역별 쌍태아 출생 교차

비는 울산광역시 1.39, 부산광역시 1.33, 서울특별시 1.25, 인천광역시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쌍태아 출생률의 차이가 출산력 치료요법의 접근성 

또는 수용성 측면, 출산력 치료요법에 대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기

인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생신

고에서 임신 방법(자연임신,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대한 항목을 추

가하는 제도적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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