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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 배경 선천성 기형은 태아 혹은 출생시 신생아에게서 식별 가능한 

장기나 신체 부위의 형태 발생에 대한 단일 또는 다중 결함이다. 국내 

선천성 기형 출생 유병율은 세계적 유병율 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해외에서는 선천성 기형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천성 기형의 계절성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오랜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의 계절적 패턴을 확인하여 선천성 기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적 잠재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가설을 임신 시점에 태아가 노출된 계절과 선천성 기형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연구 방법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 출생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N=42,918). 선천성 기형을 7계통 69개 질환군으로 

분류하고, 산모의 최종월경일에 14일을 더한 착상일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수가 50건 이상인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선천성 기형의 계절별 오즈비를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전체 대상자와 미숙아, 만삭아로 

분류하여 계절별 기형의 발생 분포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선천성 기형에서 9항목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 

입술갈림증, 큰혈관전위, 동맥관개방, 거대결장, 콩팥형성이상, 낭성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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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폐쇄성결손, 배꼽탈출(증)), 미숙아의 선천성 기형에서 5항목 

(입천장갈림증, 입술갈림증, 단일 심실, 요관폐쇄성결손, 선천수신증), 

만삭아의 선천성 기형에서 4항목 (입술갈림증, 단일 심실, 콩팥형성이상, 

요관폐쇄성결손)에서 계절성을 확인하였다. 

 

결론 국내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선천성 기형 발생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천성 기형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선천성 기형, 계절성, 임신, 역학, 신생아, 산모, 출산 

학   번 : 2018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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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선천성 기형은 태아 혹은 출생시 신생아에게서 식별 가능한 장기나 

신체 부위의 형태 발생에 대한 단일 또는 다중 결함이다. 세계적으로 

선천성 기형의 출생 유병률은 약 2~3%이다. (Corsello & Giuffre, 

2012)  

 고령 임산부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과 기형 발생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Hollier et al., 2000). 국내에서도 초혼 연령이 높아지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증가등의 이유로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의 

출생은 2008년에 100명당 3.4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5.6명으로 6년 

사이에 1.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J. K. Ko et al., 2018). 우리나라 

35~39세 여성 출산율은 2005년 18.7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29.6명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40~44세의 출산율도 

2005년 2.4명에서 2015년 5.6명으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 30세 이상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24세의 출산율은 2005년 

17.8명에서 2015년 12.5명, 25~29세의 출산율은 91.7명에서 2015년 

63.1명으로 하락하였다 (김미화,2016).  

선천성 기형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아로 성장할 위험이 높아 일생동안 그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문제이다 (황나미, 2000).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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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중 17.9%가 주요인이 선천성 기형이었다. 선천성 기형과 

관련된 진료도 늘어나 2011년에서 2015년 선천성 기형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1세 미만 진료인원을 조사한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2015년 

기준 선천성 기형 관련 진료 인원은 약 7만 5천명으로 2011년에 비해 

41.9%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출생아 중 17.2%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선천성 기형으로 등록한 건강 보험 환자의 

질환 진료 비용은 2015년 기준 42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환자는 0.8억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선천성 기형이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선천성 기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선천성 기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15~25%, 환경적 

요인이 10%라고 밝혀졌지만 나머지 65~75%에서는 아직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Brent, 2001; Tennant et al., 2010). 항균제 및 임신 

전 당뇨병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 노출은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Kashif et al., 2019; Øyen et al., 2016; Siebold et al., 2019; 

Tomson et al., 2019; Vinceti et al., 2014). 임신의 계절은 선천성 

기형의 위험과 관련된 환경적 노출 중 하나이다 (Caton, 2012; 

Johannes Michiel Luteijn et al., 2014; M. Peterka et al., 2018). 

지속적으로 수집된 선천성 기형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절적 패턴을 

조사하면 선천성 기형 출생과 관련된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가설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Caton, 2012). 모성 식이요법, 감염원에 

대한 노출, 기온은 연중 다양하기 때문에, 임신 계절은 이러한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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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할 수 있으며, 선천성 기형 발생 요인을 환경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Benavides et al., 2020). 대부분 

선천성 기형의 경우, 임신 후 3~8주동안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는 것이 

영향을 주므로 임신시기와 임신 초기단계에 노출된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Caton, 2012; Sadler et al., 2005). 오랜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임신 초기 선천성 기형의 계절성을 확인한다면 

국내에서 선천성 기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적 잠재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 

 

국내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한다. 

 

연구 가설  

   

임신 시점에 태아가 노출된 계절과 선천성 기형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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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헌 고찰 

 

국내의 선천성 기형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천성 기형 발생 원인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아직 국내에서 

선천성 기형 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가 단위의 연구는 2009년 수행된 선천 기형 유병율에 대한 단면 

연구(최정수, 2009)가 전부였다. 2005년, 2006년에 전국 2,34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38,19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37주 미만의 조산아에서 

정상아에 비해 선천성 기형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에서 선천성 이상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정수, 2009).  

국가 단위의 대규모 선천성 이상아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국내의 각 의료기관 수준에서 선천성 기형 관련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6개의 기관에서 선천성 기형군과 정상 대조군을 모집하여 전향적 

연구를 시행한 연구(원혜성, 2012)에서 선천성 기형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산모의 취급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집 근처 유해환경시설이 있는 

경우, 기형관련 물질(유기용제, 페인트, 농약) 접촉빈도가 일주일에 

6~7회로 증가된 경우, 산모가 현재 흡연자이거나 현재 음주자인 경우, 

기형 유발 의심 약물 투여를 한 경우, 고열경험이 있는 경우가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 인자들이었고, 산모의 어패류 섭취는 일주일에 그 

섭취회수가 1회, 2회인 경우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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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미세먼지와 선천성 기형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임신 초기 PM2.5와 NO2 피폭은 전반적인 선천성 

기형과 양의 연관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20). 선천성 

기형 발생과 계절성에 관한 국내 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에서 검색어 “선천성 기형”, “계절성”으로 검색하였을 때 관련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선천성 기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유럽 연합 선천성 이상 감시기구 

(EUROCAT: European Registration of Congenital Anomalies)와 국제 

선천성 이상 감시기구 (ICBDSR: International Clearinghouse for Birth 

Defects Surveillance and Research)가 있다. 이 기관에서는 회원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선천성 기형 발생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기 

위해 Pubmed 에서 “congenital[text word]” or “defects[text 

word]” and “season*[ti]”로 검색한 결과 226건의 연구를 

확인하였다. 이중 중복 3건, 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 163건, 원문이 없는 

연구 34건을 제외하여 총 26 건의 관련 문헌을 확인하였다. [표1] 

계절성과 관련된 연구 중 가장 오래된 연구는 1940년에서 1947년 

스코틀랜드 Birmingham 에서 신경계 기형의 계절성 연구(Mc & 

Record, 1951)였다. 이 후 여러가지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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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이어졌다[표1] 1962년에서 1967년에 이스라엘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30,956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천성 

고관절 탈구(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CDH))의 계절성 

연구(Chen et al., 1970)에서 선천성 고관절 탈구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57년에서 

1981년까지 영국 랭커셔 지방에서 태어난 88,449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30개의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연구에서 

신경관결손과 세가지 유형의 심장중격결손, 동맥관 개방, 양측 

신장무형성증에서 계절성을 발견하였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국가 단위로 선천성 기형의 등록이 

체계화시키며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 선천성 

기형 등록 체계를 운영하여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197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아틀란타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한 연구(Csaba 

Siffel et al., 2005)에서 뇌없음증(무뇌증)(Anencephaly)등을 포함한 

9개의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뇌없음증이 3월~8월 사이에 많이 출생하며, 폐판막이상 

(anormalies of the pulmonary valve)과 대동맥판막이상(anomalies of 

the aortic valve)을 가진 신생아가 각각 9월과 7월에 가장 많이 

태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에서 2006년 사이에 뉴욕에서 

발생한 42개의 선천성 기형의 임신월과 계절의 관련성 연구(Caton, 

2012)를 수행하였고, 17개의 선천성 기형의 임신월에서 계절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1999년에서 2015년 사이에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연구(Benavides et al., 20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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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임신이 선천성 기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국에서도 선천성 결함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중국에서 발생한 선천복벽탈장(Omphalocele)의 계절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Li et al., 2015)를 수행하였지만 계절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안면구개열을 가진 영아와 계절의 연관성을 

확인(van der Lek et al., 2021)하여 봄철 남아에게서 높은 유병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연구에서 태아의 각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초기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출생일보다 임신 

초기의 날짜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Bound((J. P. Bound et al., 

1989)의 연구에서 최종 월경일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의 일부 질환에서 계절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행된 다수의 연구에서 착상일을 기준으로 계절성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Benavides et al., 2020; Caton, 2012; 

Dehdashtian et al., 2017; Hornemann et al., 2009; J. M. Luteijn et al., 

2014; McKinnish et al., 2014; Obeidat & Amarin, 2010; van der Lek 

et al., 2021). 

Diseases of Children (Russell, 1986)에서는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의 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각 기형에 관한 계절적 

관련성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지역에서 충분히 수집된다면 각 나라의 

계절적 특성 중 중복되는 환경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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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국내 선천성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환경적 요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선천성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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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 선행연구 

No. 
Author(s), 

Year of Publication 

Place and 

Time Period 

No. of 

Cases 
Birth defects seasonality 

1 (Mc & Record, 1951) 
UK 

1940~1947 
930 Nervous system No 

2 (Macmahon et al., 1953) 
USA 

1936~1952 
1,670 

Anencephalus,  

Spina Bifida, 

Hydrocephalus 

No 

3 (Edwards, 1961) 
UK 

1945~1956 
18,916 17 birth defects Yes 

4 (Kwok & Avery, 1967) 
USA 

1958~1963 
248 

congenital 

hypertrophic 

pyloric stenosis 

No 

5 (Chen et al., 1970) 
Israel  

1962~1967 
30,956 

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 

Yes 

6 (Wehrung & Hay, 1970) 
USA 

1962~1965 
60,000 15 birth defect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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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 선행연구 

No. 
Author(s), 

Year of Publication 

Place and 

Time Period 

No. of 

Cases 
Birth defects seasonality 

7 (Rose et al., 1972) 
Canada 

1944~1954 
10,077 

Cardiac 

malformation 
Yes 

8 (Rothman & Fyler, 1974) 
UK 

1968~1972 
302 

Complex ventricular 

septal defect 
No 

9 (J. P. Bound et al., 1989) 
UK 

1957~1981 
88,449 30 Birth defects Yes 

10 (C. Siffel et al., 2005) 
USA 

1978~2001 
233~822 9 Birth defects Yes 

11 (Hornemann et al., 2009) 
German 

1993~2007 
28,935 Omphalocele No 

12 (Obeidat & Amarin, 2010) 
Jordan 

2000~2006 
78 Neural tube defect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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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 선행연구 

No. 
Author(s), 

Year of Publication 

Place and 

Time Period 

No. of 

Cases 
Birth defects seasonality 

13 (Eghtesady et al., 2011) 
USA 

1996~2006 
2,763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Yes 

14 (Hu et al., 2018) 
China 

2009~2010 
693 Microtia Yes 

15 (Caton, 2012) 
USA 

1992~2006 
2,044,091 42 Birth defects Yes 

16 (Jahanbin & Eslami, 2012) 
Iran 

1989~2011 
348 Cleft lip and palate No 

17 (Yin et al., 2013)  
China 

2002~2011 
19,447 Oral-facial clefts Yes 

18 (J. M. Luteijn et al., 2014) 
Europe 

2000~2008 
3,300,000 86 Birth defect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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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 선행연구 

No. 
Author(s), 

Year of Publication 

Place and 

Time Period 

No. of 

Cases 
Birth defects seasonality 

19 (McKinnish et al., 2014) 
USA 

1996~2007 
356 Birth defects Yes 

20 (Li et al., 2015) 
China 

1999~2010 
8,800,000 Omphalocele No 

21 (Dehdashtian et al., 2017) 
Iran 

2011-2016 
60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Yes 

22 (Hu et al., 2018) 
China 

2007~2013 
88,000 Microtia No 

23 (Majumder et al., 2018) 
West Africa 

2009~2015 
13,445 

congenital Zika 

syndrome 
Yes 

24 (Dong et al., 2019) 
China 

2006~2017 
40,501 

Congenital heart 

defect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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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 선행연구 

No. 
Author(s), 

Year of Publication 

Place and 

Time Period 

No. of 

Cases 
Birth defects seasonality 

25 (Benavides et al., 2020) 
USA 

1999~2015 
6,543,397 Birth defects Yes 

26 (van der Lek et al., 2021) 
Netherlands 

2006~2016 
1,653 Orofacial clef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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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연구 대상 

 

200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천성 기형은 2009년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최정수, 

2009)를 바탕으로 7계 계통으로 나눠 총 69개 질환군으로 분류하였다 

[표2]. 이 분류는 선천성 기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 

연합 선천성 이상 감시기구 (EUROCAT: European Registration of 

Congenital Anomalies), 국제 선천성 이상 감시기구 (ICBDSR: 

International Clearinghouse for Birth Defects Surveillance and 

Research), 미국의 국가 선천성 이상 감시기구(NBDPN: National Birth 

Defects Prevention Network)가 관리 중에 있는 주요 선천성 이상을 

가능한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정수, 2009). 동맥관 

개방(Patent ductus arteriosus)은 출생 시 체중이 2,500g이상, 정류 

고환(Undescended testis)은 임신 주수 36주 이상에서 선천성 

기형으로 분류하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제공하는 익명화된 전자의무기록인 Asan 

Biomedical research Environment(ABLE)을 통해 연구 기간 동안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대상자들의 산모를 연결해 

산모의 최종 월경일을 수집하였다. 69개의 질환군에 해당하는 I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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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사용하여 신생아의 선천성 기형 진단 정보를 수집하였다.  

미숙아와 만삭아에서 기형의 계절별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재태 연령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삭제 후 코드가 재부여 되어 익명화 

된 의무기록을 수집 및 고찰하는 연구로 동의서 수집을 면제받았다. 

(IRB 승인번호: S2021-0507-0003)



 

16 

 

[표2] 69개 주요 선천성 기형 

중추 신경계 눈, 귀, 얼굴 순환기계 위장관계 

1. 뇌없음증 

2. 척추갈림증 

3. 뇌류 

4. 소두증 

5. 후각뇌 결여증 

6. 선천 수두증 

 

7. 무안구증 

8. 소안구증 

9. 선천내장 

10. 무홍채증 

11. 선천 녹내장 

12. 무이증 

13. 소이증 

14. 입천장 갈림증 

15. 입술 갈림증 

16. 코의 선천 폐쇄 

 

17. 총동맥줄기 

18. 큰혈관전위 

19. 단일 심실 

20. 팔로의 사징후 

21. 심실중격결손증 

22. 심방중격결손증 

23. 폐동맥판막폐쇄 

24. 삼첨판 폐쇄/협착 

25. 엡스타인 이상 

26. 발육부전성좌심증후군 

27. 동맥관개방 

28. 대동맥축착 

29. 대동맥폐쇄/협착 

30. 전체폐정맥연결이상 

31. 식도폐쇄/협착 

32. 직장항문폐쇄/협착 

33. 작은창자 폐쇄/협착 

34. 십이지장폐쇄/협착 

35. 기타창자폐쇄/협착 

36. 거대결장 

37. 쓸개관폐쇄 

38. 윤상췌장 

 

비뇨생식기계 근골격계  
염색체이상, 

유전자적 증후군 

39. 콩팥무발생증 

40. 요도하열 

41. 요도상열 

42. 방광외반증 

43. 콩팥형성이상 

44. 낭성신장 

45. 중성(부정성별) 

46. 정류고환 

47. 요관폐쇄성 결손 

48. 선천 수신증 

 

49. 팔의 감소성 결손 

50. 다리의 감소성 결손 

51. 사지감소성 결손 

52. 엉덩관절선천탈구 

53. 내반첨족 

54. 선천가로막 탈장 

55. 다지증 

56. 합지증 

 

57. 다발성관절만곡증 

58. 머리뼈붙음증 

59. 질식성 가슴형성이상 

60. 연골형성저하증 

61. 배꼽탈출증 

62. 위벽파열 

63. 13번 삼염색체증 

64. 18번 삼염색체증 

65. 다운증후군 

66. 터너증후군 

67. 클라인펠터 증후군 

68. 월프허쉬호른 증후군 

69. 크리두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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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설계 

 

임신 시기 및 임신 초기에 가까운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서 

산모의 최종 월경일에 14일을 더해서 착상일을 추정하였고, 착상일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적으로 계절의 분류를 하였다.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 12월~2월). 분석은 대상자수가 

50건 이상인 질환에 대해서 통계를 수행하였다.  

선천성 기형의 분포를 확인하여 다중 선천성 기형을 가진 대상자를 

확인하였으나, 분석은 대상자가 아닌 선천성 기형별로 수행되었다. 전체 

대상자와 재태 연령 37주를 기준으로 미숙아와 만삭아로 분류하여 

미숙아와 만삭아의 계절별 기형의 발생 유무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각 선천성 기형의 발생과 계절이 관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천성 

질환마다 계절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높은 오즈를 

가진 계절과 가장 낮은 오즈를 가진 계절간의 p값이 0.05미만인 질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계절별 오즈비 또한 미숙아와 만삭아로 분류하여 각 질환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높은 오즈비를 가진 계절과 

가장 낮은 오즈비를 가진 계절간의 p값이 0.05 미만인 질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R version 3.6.3 (2020-02-29)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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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선천성 기형의 분포 

 

200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신생아 수는 총 

42,920명이었다. 이 중 2명의 최종월경일 결측값이 발생되어 총 

42,918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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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중 선천성 기형 분포 

No. of 

anomalies 
Total Preterm Fullterm 

 

0 34230(79.76%) 7620(75.48%) 26610(81.07%)  

1 3696 (8.61%) 1406(13.93%) 2290 (6.98%)  

2 2688 (6.26%) 628 (6.22%) 2060 (6.28%)  

3 1179 (2.75%) 227 (2.25%) 952 (2.90%)  

4 686 (1.60%) 121 (1.20%) 565 (1.72%)  

5 291 (0.68%) 62 (0.61%) 229 (0.70%)  

6 97 (0.23%) 20 (0.20%) 77 (0.23%)  

7 36 (0.08%) 10 (0.10%) 26 (0.08%)  

8 8 (0.02%) 0 8 (0.02%)  

9 4 (0.01%) 1 (0.01%) 3 (0.01%)  

10 2 (0.00%) 0 2 (0.01%)  

12 1 (0.00%) 1 (0.01%) 0  

Sub Total 

(Birth 

defects 

cases) 

8688(20.24%) 2476(24.52%) 6212(18.92%)  

Total 42918(100%) 10096(100%) 32822(100%)  

Preterm-Fullterm  

Birth defects OR 

(95% CI) 

1.39 (1.32~1.47) 1  

Preterm-Fullterm  

Birth defects logit OR 

(p-value) 

0.33(p<2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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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생아 중 미숙아는 10,09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23.52%였으며 만삭아는 32,822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76.48% 

였다[표3]. 다중 선천성 기형의 분포 결과 중 하나 이상의 선천성 

기형을 진단받은 대상자수는 8,688명으로 전체 신생아수의 20.24%였다. 

미숙아 중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는 2,476명으로 전체 

미숙아 10,096명 중 24.52%였고, 만삭아 중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는 6,212명으로 전체 만삭아 32,822명 중 18.92%였다. 

만삭아에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오즈보다 미숙아에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오즈가 39% 높았고,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했다. 

하나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3,696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8.61% 였으며 두개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2,688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6.26% 였다[표3]. 세 개 이상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2,304명으로 5.37%였다. 미숙아에서 하나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1,406명으로 전체 미숙아에서 13.93%였으며, 두 개의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628명으로 전체 미숙아의 6.22%, 세 개 이상의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442명으로 전체 미숙아의 4.37%였다. 만삭아에서 

하나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2,290명으로 전체 만삭아에서 

6.98% 였으며, 두개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2,060명으로 전체 

만삭아의 6.28%, 세 개 이상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는 

1,862명으로 전체 만삭아의 5.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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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천성 기형의 월별, 계절별 분포 

구

분 
분류 

Birth Defects 

OR(95% CI) 
Total cases 

N(%) 
Without cases 

N(%) 

Cases 

N(%) 

Month 

 1 2922(8.54%) 781(8.99%) 1.13(1.02,1.25) 3703(8.63%) 

 2 2703(7.90%) 691(7.95%) 1.09(0.98,1.21) 3394(7.91%) 

 3 2829(8.26%) 758(8.72%) 1.13(1.02,1.25) 3587(8.36%) 

 4 2884(8.43%) 747(8.60%) 1.10(0.99,1.22) 3631(8.46%) 

 5 3098(9.05%) 719(8.28%) 1 3817(8.89%) 

 6 2952(8.62%) 785(9.04%) 1.12(1.02,1.25) 3737(8.71%) 

 7 2820(8.24%) 732(8.43%) 1.10(0.99,1.22) 3552(8.28%) 

 8 2861(8.36%) 668(7.69%) 1.00(0.90,1.11) 3529(8.22%) 

 9 2658(7.77%) 659(7.59%) 1.06(0.95,1.17) 3317(7.73%) 

 10 2785(8.14%) 711(8.18%) 1.08(0.98,1.20) 3496(8.15%) 

 11 2829(8.26%) 711(8.18%) 1.07(0.96,1.19) 3540(8.25%) 

 12 2889(8.44%) 726(8.36%) 1.07(0.96,1.19) 3615(8.42%) 

 Total 34230(100%) 8688(100%)  42918(100%) 

Season 

 Spring 8811(25.74%) 2224(25.60%) 1 11035(25.71%) 

 Summer 11291(32.99%) 2844(32.73%) 1.00(0.94,1.06) 14135(32.93%) 

 Autumn 5614(16.40%) 1422(16.37%) 1.00(0.93,1.08) 7036(16.39%) 

 Winter 8514(24.87%) 2198(25.33%) 1.02(0.96,1.09) 10712(24.96%) 

  Total 34230(100%) 8688(100%)  42918(100%) 

 

선천성 기형의 월별, 계절별 분포를 확인 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 중 

5월에 착상한 대상자수가 3,817명 (8.89%)로 가장 많았고 9월에 

착상한 대상자수가 3,317명(7.73%)로 가장 적었다[표4]. 기형을 가진 

대상자의 착상월은 6월이 785명(9.04%)로 가장 많았고, 9월이 



 

22 

 

659명(7.59%)로 가장 적었다. 선천성 기형에 대한 착상 월별 오즈를 

확인하였을 때 오즈가 가장 낮은 달은 5월이었고, 가장 높은 달은 

1월과 3월이었다. 5월에 비해서 1월과 3월에 선천성 기형이 착상될 

오즈는 13%높았지만, 95%신뢰구간에서 다른 달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계절별로 겨울에 가장 많은 선천성 기형의 착상을 

보였지만 가장 낮은 선천성 기형의 착상 계절인 봄과 비교하였을 때 

1.02배 높은 착상의 오즈를 보여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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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서 선천성 기형의 월별, 계절별 분포를 확인 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 중 5월에 착상한 대상자수가 901명 (8.92%)로 가장 많았고 

2월에 착상된 대상자수가 783명(7.76%)로 가장 적었다[표5]. 기형을 

가진 대상자수의 착상월은 11월과 12월이 220명(8.89%)로 가장 

[표 5] 미숙아 선천성 기형의 월별, 계절별 분포 

구

분 
분류 

Birth defects  

OR(95% CI) 
Total cases 

N(%) 
Without cases 

N(%) 

Cases 

N(%) 

 

Month 

 1 671(8.81%) 219(8.84%)  1.10(0.90.1.35) 890(8.82%) 

 2 607(7.97%) 176(7.11%)  1 783(7.76%) 

 3 654(8.58%) 213(8.60%)  1.10(0.90,1.35) 867(8.59%) 

 4 643(8.44%) 205(8.28%)  1.08(0.88,1.33) 848(8.40%) 

 5 687(9.02%) 214(8.64%)  1.06(0.87,1.30) 901(8.92%) 

 6 666(8.74%) 216(8.72%)  1.10(0.90,1.34) 882(8.74%) 

 7 591(7.76%) 199(8.04%)  1.13(0.93,1.39) 790(7.82%) 

 8 609(7.99%) 196(7.92%)  1.09(0.89,1.34) 805(7.97%) 

 9 608(7.98%) 186(7.51%)  1.04(0.85,1.28) 794(7.86%) 

 10 589(7.73%) 212(8.56%)  1.20(0.98,1.47) 801(7.93%) 

 11 621(8.15%) 220(8.89%)  1.19(0.97,1.45) 841(8.33%) 

 12 674(8.85%) 220(8.89%)  1.10(0.90,1.35) 894(8.85%) 

Total 7620(100%) 2476(100%)   10096(100%) 

Season 

 Spring 1984(26.05%) 
 

632(25.53%)  1.01(0.89,1.15) 2616(25.91%) 

 Summer 2474(32.47%) 797(32.19%)  1.02(0.91,1.15) 1642(16.26%) 

 Autumn 1210(15.88%) 432(17.45%)  1.13(0.98,1.31) 3271(32.40%) 

 Winter 1952(25.62%) 615(24.84%)  1 2567(25.43%) 

Total 7620(100%) 2476(100%)   100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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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2월이 176명(7.11%)로 가장 적었다. 선천성 기형에 대한 착상 

월별 오즈를 확인하였을 때 오즈가 가장 낮은 달은 2월이었고, 가장 

높은 달은 10월이었다. 2월에 비해서 10월달에 착상된 오즈가 20% 

높았으나 95%신뢰구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계절별로 가을에 가장 

많은 선천성 기형의 착상이 이루어졌으며 가작 적은 착상이 이루어진 

겨울과 비교하였을 때 1.13배 높은 착상의 오즈를 보였으나 

95%신뢰구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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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만삭아 선천성 기형의 월별, 계절별 분포 

구

분 
분류 

Birth defects  

OR(95% CI) 
Total cases 

N(%) 
Without cases 

N(%) 

Cases 

N(%) 

 

Month 

 1 2251(8.46%) 562(9.05%)  1.17(1.03,1.32) 2813(8.57%) 

 2 2096(7.88%) 515(8.29%)  1.15(1.02,1.30) 2611(7.96%) 

 3 2175(8.17%) 545(8.77%)  1.17(1.04,1.32) 2720(8.29%) 

 4 2241(8.42%) 542(8.73%)  1.13(1.00,1.28) 2783(8.48%) 

 5 2411(9.06%) 505(8.13%)  1 2916(8.88%) 

 6 2286(8.59%) 569(9.16%)  1.16(1.03,1.31) 2855(8.70%) 

 7 2229(8.38%) 533(8.58%)  1.12(0.99,1.27) 2762(8.42%) 

 8 2252(8.46%) 472(7.60%)  1.00(0.88,1.13) 2724(8.30%) 

 9 2050(7.70%) 473(7.61%)  1.09(0.96,1.13) 2523(7.69%) 

 10 2196(8.25%) 499(8.03%)  1.07(0.95,1.21) 2695(8.21%) 

 11 2208(8.30%) 491(7.90%)  1.05(0.93,1.19) 2699(8.22%) 

 12 2215(8.32%) 506(8.15%)  1.08(0.95,1.22) 2721(8.29%) 

Total 26610(100%) 6212(100%)   10096(100%) 

Season 

 Spring 6827(25.66%) 1592(25.63%)  1.04(0.95,1.13) 8419(25.65%) 

 Summer 4404(16.55%) 990(15.94%)  1.03(0.95,1.12) 5394(16.43%) 

 Autumn 8817(33.13%) 2047(32.95%) 
 

1 
10864(33.10%

) 

 Winter 6562(24.66%) 1583(25.48%)  1.07(0.98,1.17) 8145(24.82%) 

Total 26610(100%) 6212(100%)   10096(100%) 

 

만삭아에서 선천성 기형의 월별, 계절별 분포를 확인 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 중 5월에 착상된 대상자수가 2,916명 (8.88%)로 가장 많았고 

9월에 착상된 대상자수가 2,523명(7.69%)로 가장 적었다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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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을 가지고 출생한 대상자의 착상월은 6월이 569명(9.16%)로 가장 

많았고, 8월이 472명(7.60%)로 가장 적었다. 선천성 기형에 대한 착상 

월별 오즈를 확인하였을 때 오즈가 가장 낮은 달은 5월이었고, 1월, 2월, 

3월, 4월, 6월의 선천성 기형의 착상은 5월에 비해 모두 10% 이상으로 

높은 착상을 보이며 95%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 계절별로 겨울에 

가장 많은 선천성 기형의 착상이 이루어졌으며 가작 적은 착상이 

이루어진 가을과 비교하였을 때 1.07배 높은 착상의 오즈를 보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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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천성 기형의 계절별 오즈비 

 

전체 출생한 신생아들 중 기형에서 발생률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질환별 분석에서 대상자수가 50건 미만인 29개 질환군을 

제외하여 총 40개 질환군의 선천성 기형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계절별 오즈비를 확인하여 각 질환별로 오즈가 가장 높은 

계절과 가장 낮은 계절을 확인하여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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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 

Peak 

month 

Low 

month 

P-value 

(OR,logit) 

중추신경계 

1. 뇌없음증(무뇌증)(Anencephaly) Q00.0-Q00.2 1    

2. 척추갈림증(Spina bifida) Q05.0-Q05.9 121 Summer Winter 0.46 

3. 뇌류(Encephalocele) Q01.0-Q01.9 17    

4. 소두증(Microcephaly) Q02 52 Spring Autumn 0.16 

5.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 

(Arhinencephaly/Holoprosensephaly) 

Q04.0-Q04.2 129 Autumn Spring 0.04* 

6. 선천수두증(Congenital Hydrocephalus) Q03.0-Q03.9 121 Autumn Spring 0.74 

눈, 귀, 얼굴 

7. 무안구증(Anophthalmos) Q11.0-Q11.1 2    

8. 소안구증(Microphthalmos) Q11.2 8    

9. 선천백내장(Congenital glaucoma) Q12.0 21    

10. 무홍채증(Aniridia) Q13.1 3    

11. 선천녹내장(Congenital glaucoma) Q15.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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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 

Peak 

month 

Low 

month 

P-value 

(OR,logit) 

12. 무이증(Anotia) Q16.0 9    

13. 소이증(Microtia) Q17.2 28    

14. 입천장갈림증(Cleft palate without cleft lip) Q35.1-Q35.9 469 Spring Autumn 0.12 

15. 입술갈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Q36.0-Q36.9,Q37.0-

Q37.9 

536 Winter Autumn 0.02* 

16. 코의 선천폐쇄(Choanal Atresia) Q30.0 13    

순환기계 

17. 총동맥줄기(Common truncus) Q20.0 43    

18. 큰혈관전위(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TGA)) Q20.3 471 Autumn Summer 0.03* 

19. 단일심실(Single ventricle) Q20.4 344 Autumn Spring 0.15 

20. 팔로의 사징후(Tetralogy of Fallot) Q21.3 696 Spring Autumn 0.14 

21. 심실중격결손증(Ventricular septal defect(VSD)) Q21.0 1917 Winter Spring 0.23 

22. 심방중격결손증(Atrial septal defect) Q21.1 4232 Autumn Summer 0.43 

23. 폐동맥판막폐쇄/협착 Q22.0,Q22.1 713 Autumn Winter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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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 

Peak 

month 

Low 

month 

P-value 

(OR,logit) 

(Pulmonary valve atresia and stenosis) 

24. 삼첨판폐쇄/협착(Tricuspid valve atresia and stenosis) Q22.4 87 Winter Spring 0.14 

25. 엡스타인이상(Ebstein’s anomaly) Q22.5 90 Winter Autumn 0.31 

26. 발육부전성좌심증후군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Q23.4 94 Autumn Summer 0.24 

27. 동맥관개방(Patent ductus arteriosus) 

:출생시 체중 2500g 이상 

Q25.0 1854 Summer Spring 0.04* 

28. 대동맥축착(Coarctaion of aorta) Q25.1 484 Spring Autumn 0.40 

29. 대동맥폐쇄/협착(Aortic valve atresia/stenosis) Q23.0 99 Autumn Winter 0.19 

30. 전체폐정맥연결이상 

(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Q26.2 145 Autumn Spring 0.20 

위장관계 

31. 식도폐쇄/협착 

(Esophageal atresia/stenosis with or without fistula) 

Q39.0,Q39.1 115 Spring Autumn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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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 

Peak 

month 

Low 

month 

P-value 

(OR,logit) 

32. 직장항문폐쇄/협착(Anorectal atresia/stenosis) Q42.0-Q42.3 204 Spring Summer 0.32 

33. 작은창자폐쇄/협착(Small intestine atresia/stenosis) Q41.0-Q41.9 254 Summer Autumn 0.51 

34. 십이지장폐쇄/협착(Duodenal atresia or stenosis) Q41.0 107 Autumn Winter 0.54 

35. 기타창자폐쇄/협착 

(Other small intestine atresia/stenosis) 

Q41.1-Q41.9 156 Winter Autumn 0.29 

36. 거대결장 

(Hirshsprung’s disease(congenital megacolon)) 

Q43.1 75 Winter Spring 0.006* 

37. 쓸개관폐쇄(Atresia of bile duct) Q44.2 24    

38. 윤상췌장(Annular pancreas) Q45.1 43    

비뇨생식기계 

39. 콩팥무발생증(Renal agenesis) Q71.0-Q71.9 99 Summer Winter 0.11 

40. 요도하열(Hypospadias) Q72.0-Q72.9 251 Autumn Spring 0.53 

41. 요도상열(Epispadias) Q71.0-Q71.9,Q72.0-

Q72.9,Q73.0-Q7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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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 

Peak 

month 

Low 

month 

P-value 

(OR,logit) 

42. 방광외반증(Bladder exstrophy) Q65.0-Q65.9 7    

43. 콩팥형성이상(Renal dysplasia) Q66.0 258 Spring Autumn 0.01* 

44. 낭성신장(Cystic kidney) Q79.0 330 Spring Autumn 0.04* 

45. 중성(부정성별)(Indeterminate sex) Q69.0-Q69.9 64 Summer Spring 0.28 

46. 정류고환(Undescended testis): 임신주수 36주 이상 Q70.0-Q70.9 346 Summer Winter 0.35 

47.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Q74.3 840 Spring Autumn 0.02* 

48. 선천수신증(Congenital hydronephrosis) Q75.0 709 Spring Autumn 0.12 

근골격계 

49. 팔의감소성결손(Reduction deformity, upper limbs) Q71.0-Q71.9 36    

50. 다리의감소성결손(Reduction deformity, lower limbs) Q72.0-Q72.9 24    

51. 사지감소성결손 

(Total limb reduction defects(include unspecified) 

Q71.0-Q71.9, Q72.0-

Q72.9,Q73.0-Q73.8 

59 Summer Spring 0.14 

52. 엉덩관절선천탈구(Congenital hip dislocation) Q65.0-Q65.9 43    

53. 내반첨족(Club foot-talipes equinovarus) Q66.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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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 

Peak 

month 

Low 

month 

P-value 

(OR,logit) 

54. 선천가로막탈장(Diaphragmatic hernia) Q79.0 316 Summer Spring 0.24 

55. 다지증(Polydactyly) Q69.0-Q69.9 131 Spring Autumn 0.18 

56. 합지증(Syndactyly) Q70.0-Q70.9 90 Spring Autumn 0.47 

57. 다발성관절만곡증 

(Arthrogrypposis multiplex congenital) 

Q74.3 15    

58. 머리뼈붙음증(Craniosynostosis) Q75.0 112 Summer Autumn 0.23 

59. 질식성가슴형성이상(Jeunes syndrome) Q77.2 3    

60. 연골형성저하증(Achondroplais/Hydrochondroplasia) Q77.4 20    

61. 배꼽탈출(증)(Omphalocele) Q79.2 70 Winter Summer 0.009* 

62. 위벽파열(Gastroschisis) Q79.3 20    

염색체이상, 유전자적 증후군 

63. 13번 삼염색체증(Trisomy 13) Q91.4-Q91.7 8    

64. 18번 삼염색체증(Trisomy 18) Q91.0-Q91.3 24    

65.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Q90,0-Q90.9 71 Autumn Summer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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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 

Peak 

month 

Low 

month 

P-value 

(OR,logit) 

66. 터너증후군(Turnur’s syndrome) Q96.0-Q96.9 14    

67. 클라인펜터증후군(Kleinfelter’s syndrome) Q98.0-Q98.4 6    

68. 월프허쉬호른증후군(Wolff-hirschorn syndrome) Q93.3 10    

69. 크리두샤증후군(Cri-du-chat syndrome) Q9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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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계절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기형의 오즈비  

43. 콩팥형성이상(Renal dysplasia)  

Low season: Autumn 

 

44. 낭성신장(Cystic kidney) 

Low season: Autumn 

 

47.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Low season: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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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계절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기형의 오즈비  

27. 동맥관개방(Patent ductus arteriosus):출생시 체중 2500g 이상 

   Lor season: Spring 

 

5.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Arhinencephaly/Holoprosensephaly) 

   Low season: Spring 

 

18. 큰혈관전위(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TGA)) 

Low seaso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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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계절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기형의 오즈비 

15. 입술갈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Low season: Autumn 

 

36. 거대결장(Hirshsprung’s disease(congenital megacolon)) 

Low season: Spring 

 

61. 배꼽탈출(증)(Omphalocele) 

Low seaso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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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계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선천성 기형은 총 9개 

항목으로 후각뇌결여증 / 통앞뇌증 (Arhinencephaly /Holo 

prosensephaly), 입술갈림증 (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큰혈관전위(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TGA)), 

동맥관개방(Patent ductus arteriosus), 거대결장 (Hirshsprung’s 

disease(congenital megacolon)), 콩팥형성이상(Renal dysplasia), 

낭성신장(Cystic kidney),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배꼽탈출(증) (Omphalocele)이었다 [표7].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선천성 기형 중 착상이 많이 된 

계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에 착상이 많이 된 선천성 기형은 

콩팥형성이상, 낭성신장, 요관폐쇄성결손이었다 [그림1]. 세 질환 모두 

비뇨생식기계에 속한 질환이며 봄에 착상된 오즈가 가을에 착상된 오즈 

보다 95%신뢰구간에서 유의했다. 콩팥형성이상은 가을보다 봄에 착상된 

오즈가 1.76배, 겨울에 착상된 오즈가 1.6배 높았다. 낭성신장은 

가을보다 봄에 착상된 오즈가 1.47배 높았고, 요관폐쇄성 결손은 

가을보다 봄에 착상된 오즈가 1.29배 높았다.  

여름에 착상이 가장 많이 된 선천성 기형은 동맥관개방이었다. 

동맥관개방이 가장 적게 착상된 계절은 봄이었으며 봄에 비해서 여름에 

1.13배 높은 착상의 오즈를 보였다 [그림1]. 

가을에 높은 착상을 보인 선천성 기형은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 

큰혈관전위가 있었다.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은 봄에 비해서 가을에 

일어난 착상의 오즈가 1.68배 높았다. 큰혈관전위는 여름에 비해서 

가을에 착상된 오즈가 1.32배 높았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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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가장 높은 착상을 보인 선천성 기형은 입술 갈림증, 거대결장, 

배꼽탈출(증)이다[그림1]. 입술 갈림증은 가을에 비해서 겨울에 착상의 

오즈가 1.38배 높았다. 거대결장은 겨울에 가장 높은 오즈를 보였다. 

특히, 봄에 착상된 오즈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95%신뢰구간에서 모두 

낮았는데, 봄에 착상된 오즈와 다른 계절에 착상된 오즈를  비교했을 때 

겨울에 2.87배, 가을에 2.62배, 여름에 2.26배로 두배 이상 높았다. 

배꼽탈출(증)은 여름보다 겨울에 착상된 오즈가 2.44배, 가을에 착상된 

오즈가 2.1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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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숙아와 만삭아 선천성의 기형의 계절별 오즈비 

 

미숙아와 만삭아로 분류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선천성 

기형이 가장 높게 착상된 계절과 선천성 기형이 가장 낮게 착상된 

계절의 오즈비를 확인하였다. 미숙아 자료에서 분석의 대상자수가 50건 

미만인 49가지 선천성 기형을 뺀 나머지 20개의 선천성 기형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총 5개의 선천성 기형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계절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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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미숙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중추신경계  

1. 뇌없음증(무뇌증)(Anencephaly) Q00.0-Q00.2 1    

2. 척추갈림증(Spina bifida) Q05.0-Q05.9 32    

3. 뇌류(Encephalocele) Q01.0-Q01.9 7    

4. 소두증(Microcephaly) Q02 19    

5.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 

(Arhinencephaly/Holoprosensephaly) 

Q04.0-Q04.2 20    

6. 선천수두증(Congenital Hydrocephalus) Q03.0-Q03.9 54 Spring Summer 0.42 

눈, 귀, 얼굴  

7. 무안구증(Anophthalmos) Q11.0-Q11.1 1    

8. 소안구증(Microphthalmos) Q11.2 2    

9. 선천백내장(Congenital glaucoma) Q12.0 6    

10. 무홍채증(Aniridia) Q13.1 0    

11. 선천녹내장(Congenital glaucoma) Q15.0 5    

12. 무이증(Anotia) Q16.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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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미숙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13. 소이증(Microtia) Q17.2 7    

14. 입천장갈림증(Cleft palate without cleft lip) Q35.1-Q35.9 79 Spring Winter 0.01* 

15. 입술갈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Q36.0-

Q36.9,Q37.0-

Q37.9 

63 Autumn Winter 0.03* 

16. 코의 선천폐쇄(Choanal Atresia) Q30.0 4    

순환기계  

17. 총동맥줄기(Common truncus) Q20.0 9    

18. 큰혈관전위(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TGA)) Q20.3 40    

19. 단일심실(Single ventricle) Q20.4 50 Spring Autumn 0.03* 

20. 팔로의 사징후(Tetralogy of Fallot) Q21.3 113 Winter Summer 0.26 

21. 심실중격결손증(Ventricular septal defect(VSD)) Q21.0 371 Summer Spring 0.22 

22. 심방중격결손증(Atrial septal defect) Q21.1 1436 Autumn Summer 0.15 

23. 폐동맥판막폐쇄/협착 

(Pulmonary valve atresia and stenosis) 

Q22.0,Q22.1 151 Summer Spring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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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미숙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24. 삼첨판폐쇄/협착(Tricuspid valve atresia and 

stenosis) 

Q22.4 17    

25. 엡스타인이상(Ebstein’s anomaly) Q22.5 28    

26. 발육부전성좌심증후군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Q23.4 20    

27. 동맥관개방(Patent ductus arteriosus) 

:출생시 체중 2500g 이상 

Q25.0 175 Summer Spring 0.15 

28. 대동맥축착(Coarctaion of aorta) Q25.1 66 Summer Winter 0.25 

29. 대동맥폐쇄/협착(Aortic valve atresia/stenosis) Q23.0 19    

30. 전체폐정맥연결이상 

(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Q26.2 18    

위장관계  

31. 식도폐쇄/협착 

(Esophageal atresia/stenosis with or without fistula) 

Q39.0,Q39.1 45    

32. 직장항문폐쇄/협착(Anorectal atresia/stenosis) Q42.0-Q42.3 79 Spring Autumn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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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미숙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33. 작은창자폐쇄/협착(Small intestine atresia/stenosis) Q41.0-Q41.9 130 Summer Winter 0.30 

34. 십이지장폐쇄/협착(Duodenal atresia or stenosis) Q41.0 48    

35. 기타창자폐쇄/협착 

(Other small intestine atresia/stenosis) 

Q41.1-Q41.9 87 Winter Spring 0.71 

36. 거대결장 

(Hirshsprung’s disease(congenital megacolon)) 

Q43.1 26    

37. 쓸개관폐쇄(Atresia of bile duct) Q44.2 14    

38. 윤상췌장(Annular pancreas) Q45.1 9    

비뇨생식기계  

39. 콩팥무발생증(Renal agenesis) Q71.0-Q71.9 32    

40. 요도하열(Hypospadias) Q72.0-Q72.9 143 Autumn Winter 0.30 

41. 요도상열(Epispadias) Q71.0-

Q71.9,Q72.0-

Q72.9,Q73.0-

Q7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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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미숙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42. 방광외반증(Bladder exstrophy) Q65.0-Q65.9 3    

43. 콩팥형성이상(Renal dysplasia) Q66.0 64 Spring Autumn 0.27 

44. 낭성신장(Cystic kidney) Q79.0 81 Winter Autumn 0.17 

45. 중성(부정성별)(Indeterminate sex) Q69.0-Q69.9 25    

46. 정류고환(Undescended testis): 임신주수 36주 이상 Q70.0-Q70.9 51 Summer Winter 0.16 

47.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Q74.3 210 Spring Winter 0.02* 

48. 선천수신증(Congenital hydronephrosis) Q75.0 176 Spring Winter 0.02* 

근골격계  

49. 팔의감소성결손(Reduction deformity, upper limbs) Q71.0-Q71.9 9    

50. 다리의감소성결손(Reduction deformity, lower limbs) Q72.0-Q72.9 9    

51. 사지감소성결손 

(Total limb reduction defects(include unspecified) 

Q71.0-Q71.9, 

Q72.0-

Q72.9,Q73.0-

Q73.8 

18    

52. 엉덩관절선천탈구(Congenital hip dislocation) Q65.0-Q65.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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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미숙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53. 내반첨족(Club foot-talipes equinovarus) Q66.0 3    

54. 선천가로막탈장(Diaphragmatic hernia) Q79.0 53 Summer Spring 0.10 

55. 다지증(Polydactyly) Q69.0-Q69.9 40    

56. 합지증(Syndactyly) Q70.0-Q70.9 26    

57. 다발성관절만곡증 

(Arthrogrypposis multiplex congenital) 

Q74.3 1    

58. 머리뼈붙음증(Craniosynostosis) Q75.0 46    

59. 질식성가슴형성이상(Jeunes syndrome) Q77.2 0    

60. 연골형성저하증(Achondroplais/Hydrochondroplasia) Q77.4 2    

61. 배꼽탈출(증)(Omphalocele) Q79.2 34    

62. 위벽파열(Gastroschisis) Q79.3 13    

염색체이상, 유전자적 증후군  

63. 13번 삼염색체증(Trisomy 13) Q91.4-Q91.7 3    

64. 18번 삼염색체증(Trisomy 18) Q91.0-Q91.3 11    

65.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Q90,0-Q9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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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미숙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66. 터너증후군(Turnur’s syndrome) Q96.0-Q96.9 1    

67. 클라인펜터증후군(Kleinfelter’s syndrome) Q98.0-Q98.4 0    

68. 월프허쉬호른증후군(Wolff-hirschorn syndrome) Q93.3 5    

69. 크리두샤증후군(Cri-du-chat syndrome) Q9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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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계절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기형의 오즈비(미숙아) 

14. 입천장갈림증(Cleft palate without cleft lip) 

Low season: Winter 

 

19. 단일심실(Single ventricle)  

Low season: Autumn 

 

47.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Low seaso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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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계절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기형의 오즈비(미숙아) 

48. 선천수신증(Congenital hydronephrosis) 

Low season: Winter 

 

15. 입술갈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Low seaso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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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서 가장 높게 착상된 계절과 가장 낮게 착상된 계절이 유의한 

차이가 난 선천성 기형은 입천장 갈림증(Cleft palate without cleft lip), 

입술 갈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단일 심실(Single 

ventricle),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선천 

수신증(Congenital hydronephrosis)이었다 [표8].  

입술 갈림증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성 기형은 봄의 오즈가 가장 높았다 

[그림2]. 입천장 갈림증은 봄에 착상된 오즈가 겨울에 착상된 오즈보다 

2.42배 높았고, 여름에 착상된 오즈보다 2.08배 높았다. 단일 심실은 

봄에 착상된 오즈가 가을에 착상된 오즈보다 3.15배 높았다. 요관 

폐쇄성 결손은 겨울에 착상된 오즈보다 봄에 착상된 오즈가 1.58배 

높았다. 선천수신증은 겨울에 착상된 오즈보다 봄에 착상된 오즈가 

1.63배 높았다.  

입술 갈림증은 가을에 착상한 오즈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겨울에 

착상한 오즈보다 2.55배 높았다[그림2]. 여름에 착상된 오즈도 겨울에 

착상된 오즈에 비해 2.36배 높았으며 두 계절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했다.  

 



 

51 

 

 

[표9]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만삭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중추신경계  

1. 뇌없음증(무뇌증)(Anencephaly) Q00.0-Q00.2 0    

2. 척추갈림증(Spina bifida) Q05.0-Q05.9 89 Summer Winter 0.17 

3. 뇌류(Encephalocele) Q01.0-Q01.9 10    

4. 소두증(Microcephaly) Q02 33    

5.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 

(Arhinencephaly/Holoprosensephaly) 

Q04.0-Q04.2 109 Autumn Spring 0.12 

6. 선천수두증(Congenital Hydrocephalus) Q03.0-Q03.9 67 Summer Spring 0.39 

눈, 귀, 얼굴  

7. 무안구증(Anophthalmos) Q11.0-Q11.1 1    

8. 소안구증(Microphthalmos) Q11.2 6    

9. 선천백내장(Congenital glaucoma) Q12.0 15    

10. 무홍채증(Aniridia) Q13.1 3    

11. 선천녹내장(Congenital glaucoma) Q1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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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만삭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12. 무이증(Anotia) Q16.0 4    

13. 소이증(Microtia) Q17.2 21    

14. 입천장갈림증(Cleft palate without cleft lip) Q35.1-Q35.9 390 Spring Summer 0.14 

15. 입술갈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Q36.0-

Q36.9,Q37.0-

Q37.9 

473 Winter Autumn 0.001* 

16. 코의 선천폐쇄(Choanal Atresia) Q30.0 9    

순환기계  

17. 총동맥줄기(Common truncus) Q20.0 34    

18. 큰혈관전위(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TGA)) Q20.3 431 Autumn Spring 0.07 

19. 단일심실(Single ventricle) Q20.4 294 Autumn Spring 0.01* 

20. 팔로의 사징후(Tetralogy of Fallot) Q21.3 583 Spring Autumn 0.12 

21. 심실중격결손증(Ventricular septal defect(VSD)) Q21.0 1546 Winter Spring 0.2 

22. 심방중격결손증(Atrial septal defect) Q21.1 2797 Spring Autumn 0.85 

23. 폐동맥판막폐쇄/협착 Q22.0,Q22.1 562 Autumn Winter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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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만삭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Pulmonary valve atresia and stenosis) 

24. 삼첨판폐쇄/협착(Tricuspid valve atresia and stenosis) Q22.4 70 Summer Spring 0.1 

25. 엡스타인이상(Ebstein’s anomaly) Q22.5 62 Winter Autumn 0.14 

26. 발육부전성좌심증후군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Q23.4 74 Autumn Summer 0.15 

27. 동맥관개방(Patent ductus arteriosus) 

:출생시 체중 2500g 이상 

Q25.0 1679 Summer Spring 0.11 

28. 대동맥축착(Coarctaion of aorta) Q25.1 418 Spring Summer 0.33 

29. 대동맥폐쇄/협착(Aortic valve atresia/stenosis) Q23.0 80 Summer Winter 0.42 

30. 전체폐정맥연결이상 

(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Q26.2 127 Winter Spring 0.15 

위장관계  

31. 식도폐쇄/협착 

(Esophageal atresia/stenosis with or without fistula) 

Q39.0,Q39.1 70 Winter Autumn 0.4 

32. 직장항문폐쇄/협착(Anorectal atresia/stenosis) Q42.0-Q42.3 125 Winter Summer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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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만삭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33. 작은창자폐쇄/협착(Small intestine atresia/stenosis) Q41.0-Q41.9 124 Winter Springg 0.16 

34. 십이지장폐쇄/협착(Duodenal atresia or stenosis) Q41.0 59 Autumn Spring 0.18 

35. 기타창자폐쇄/협착 

(Other small intestine atresia/stenosis) 

Q41.1-Q41.9 69 Winter Autumn 0.18 

36. 거대결장 

(Hirshsprung’s disease(congenital megacolon)) 

Q43.1 49    

37. 쓸개관폐쇄(Atresia of bile duct) Q44.2 10    

38. 윤상췌장(Annular pancreas) Q45.1 34    

비뇨생식기계  

39. 콩팥무발생증(Renal agenesis) Q71.0-Q71.9 67 Summer Autumn 0.07 

40. 요도하열(Hypospadias) Q72.0-Q72.9 108 Winter Spring 0.18 

41. 요도상열(Epispadias) Q71.0-

Q71.9,Q72.0-

Q72.9,Q73.0-

Q7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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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만삭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42. 방광외반증(Bladder exstrophy) Q65.0-Q65.9 4    

43. 콩팥형성이상(Renal dysplasia) Q66.0 194 Spring Autumn 0.02* 

44. 낭성신장(Cystic kidney) Q79.0 249 Spring Autumn 0.08 

45. 중성(부정성별)(Indeterminate sex) Q69.0-Q69.9 39    

46. 정류고환(Undescended testis): 임신주수 36주 이상 Q70.0-Q70.9 295 Autumn Spring 0.48 

47.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Q74.3 630 Summer Autumn 0.02* 

48. 선천수신증(Congenital hydronephrosis) Q75.0 533 Spring Autumn 0.10 

근골격계  

49. 팔의감소성결손(Reduction deformity, upper limbs) Q71.0-Q71.9 27    

50. 다리의감소성결손(Reduction deformity, lower limbs) Q72.0-Q72.9 15    

51. 사지감소성결손 

(Total limb reduction defects(include unspecified) 

Q71.0-Q71.9, 

Q72.0-

Q72.9,Q73.0-

Q73.8 

41    

52. 엉덩관절선천탈구(Congenital hip dislocation) Q65.0-Q65.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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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만삭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53. 내반첨족(Club foot-talipes equinovarus) Q66.0 5    

54. 선천가로막탈장(Diaphragmatic hernia) Q79.0 263 Summer Spring 0.61 

55. 다지증(Polydactyly) Q69.0-Q69.9 91 Spring Summer 0.17 

56. 합지증(Syndactyly) Q70.0-Q70.9 64 Spring Summer 0.52 

57. 다발성관절만곡증 

(Arthrogrypposis multiplex congenital) 

Q74.3 14    

58. 머리뼈붙음증(Craniosynostosis) Q75.0 66 Autumn Spring 0.45 

59. 질식성가슴형성이상(Jeunes syndrome) Q77.2 3    

60. 연골형성저하증(Achondroplais/Hydrochondroplasia) Q77.4 18    

61. 배꼽탈출(증)(Omphalocele) Q79.2 36    

62. 위벽파열(Gastroschisis) Q79.3 7    

염색체이상, 유전자적 증후군  

63. 13번 삼염색체증(Trisomy 13) Q91.4-Q91.7 5    

64. 18번 삼염색체증(Trisomy 18) Q91.0-Q91.3 13    

65.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Q90,0-Q90.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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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 분석(만삭아)  

Birth Defects ICD-10 

No. of  

Birth defects 

cases(>37주) 

Peak 

season 

Low 

season 

P-value 

(OR,logit) 

66. 터너증후군(Turnur’s syndrome) Q96.0-Q96.9 13    

67. 클라인펜터증후군(Kleinfelter’s syndrome) Q98.0-Q98.4 6    

68. 월프허쉬호른증후군(Wolff-hirschorn syndrome) Q93.3 5    

69. 크리두샤증후군(Cri-du-chat syndrome) Q9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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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계절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기형의 오즈비(만삭아) 

43. 콩팥형성이상(Renal dysplasia) 

Low season: Autumn 

 

47. 요관폐쇄성결손(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Low season: Autumn 

 

19. 단일심실(Single ventrical) 

Low seaso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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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계절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기형의 오즈비(만삭아) 

15. 입술갈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Low season: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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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에서 분석 대상자수가 50건 미만인 선천성 기형 35항목을 제외

한 34건의 선천성 기형 항목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9]. 가장 높은 착상의 계절과 가장 낮은 착상의 계절의 오즈를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고, 4개의 선천성 기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

다.  

만삭아에서 계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선천성 기형은 입술 갈

림증(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단일심실(Single 

ventricle), 콩팥형성이상(Renal dysplasia), 요관폐쇄성결손

(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이었다 [표9].  

콩팥형성이상과 요관폐쇄성 결손은 봄에 가장 높은 오즈를 보였는데, 

콩팥형성이상은 봄과 여름에 착상된 오즈가 가을에 착상된 오즈보다 각

각 1.83배, 1.69배 높았고, 두 계절 모두 95%신뢰구간에서 유의했다 

[그림3]. 요관폐쇄성결손은 가을에 착상된 오즈보다 다른 계절에 착상된 

오즈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봄과 여름에 착상된 오즈가 

1.35배, 겨울에 착상된 오즈가 1.31배 높았다.  

만삭아 자료에서 여름에 이루어진 착상이 통계적으로 다른 계절과 차

이를 보인 선천성 기형은 없었다 [그림3]. 단일 심실은 가을과 겨울에 

착상된 임신의 오즈가 봄에 착상된 임신의 오즈보다 1.59배, 1.56배로 

높았으며 두계절 모두 95%신뢰구간에서 유의했다. 입술 갈림증은 가을

에 비해서 겨울에 착상된 오즈가 1.6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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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 미숙아에서 만삭아보다 선천성 기형의 발생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최정수(최정수, 200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총 12항목의 선천성 기형에서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선천성 

기형에서 9항목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 입술갈림증, 큰혈관전위, 

동맥관개방, 거대결장, 콩팥형성이상, 낭성신장, 요관폐쇄성결손, 

배꼽탈출(증)), 미숙아의 선천성 기형에서 5항목 (입천장갈림증, 

입술갈림증, 단일심실, 요관폐쇄성결손, 선천수신증), 만삭아의 선천성 

기형에서 4항목 (입술갈림증, 단일 심실, 콩팥형성이상, 

요관폐쇄성결손)에서 계절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선천성 기형과 선행연구와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기형 중 

후각뇌결여증/통앞뇌증에 대해서 봄과 여름에 비해서 가을에 착상된 

비율이 더 높은 유의한 오즈비를 확인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눈, 귀, 열굴 계의 선천성 기형 중 입술 갈림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전체 신생아와 만삭아에서는 가을에 착상되었을 경우보다 겨울에 

착상되었을 경우 더 높은 오즈비를 가졌지만, 미숙아에서는 겨울에 착상 

되었을 때보다 가을에 착상 되었을 때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입천장 

갈림증의 경우에도 미숙아의 연구 결과에서만 겨울에 착상된 임신보다 

봄에 착상된 임신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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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네덜란드에서 2006년에서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얼굴에서 발생한 갈림증에 관한 연구(van der Lek et al., 

2021)에서 봄에 착상된 남자아이에게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체코에서 

1964년에서 2000년까지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Miroslav 

Peterka et al., 2018)에서 4월에서 8월에 착상된 여아의 경우 

입술갈림증 발생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Caton의 연구(Caton, 

2012)에서는 입술갈림증의 계절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09년 발표된 

연구(de la Vega & López-Cepero, 2009)에서 입술, 입천장 갈림증이 

겨울에 비해 여름에 많이 착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982년에서 

1988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수행된 입술갈림증과 계절과의 관련성 

연구(Amidei et al., 1994)에서는 계절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1965년에서 1974년동안 스웨덴에서 입술갈림증과 계절과의 관련성 

연구 (SANDAHL, 1977)에서 최종 월경일을 기준으로 3월에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순환기계의 선천성 기형 중 큰혈관전위는 본 연구에서 여름에 비해서 

가을에 착상이 이루어진 경우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를 보였다. 큰혈관 

전위의 계절성 선행연구를 확인하였을 때, Bound의 연구(John P Bound 

et al., 1989)에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Caton의 연구(Caton, 

2012)에서는 8월에서 1월까지 높은 발생을 가지는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단일 심실은 미숙아에서는 봄에 착상된 오즈가 가을에 

착상된 오즈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만삭아에서는 가을에 착상된 

오즈가 봄에 착상된 오즈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출생시 체중 2500g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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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관 개방에 대해서 봄에 비해서 여름에 착상된 임신의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동맥관 개존증의 관련 연구 중 Bound의 

연구(John P Bound et al., 1989)에서 여름철 높은 계절성을 확인한 

반면 Caton의 연구(Caton, 2012)에서는 계절성을 검정하지 못하였다 

위장관계의 선천성 기형 중 거대결장은 본 연구에서 여름, 가을, 

겨울에 착상된 대상자가 봄에 착상된 대상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Caton의 연구(Caton, 2012)에서는 4월에서 9월까지의 발생율이 다른 

월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뇨생식기계의 선천성 기형 중 콩팥형성이상은 본 연구에서 가을에 

비해서 봄과 겨울에 높은 발생을 보였다. Bound의 연구(John P Bound 

et al., 1989)에서는 콩팥형성이상의 계절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Caton 

의 연구(Caton, 2012)에서는 6월에서 11월에 사이에 높은 발생을 

보이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낭성 신장은 가을에 비해서 봄에 높은 

오즈를 보였지만 관련된 계절성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요관폐쇄성 

결손은 본 연구에서 만삭아에서 가을에 비해 봄에 착상된 경우와 

미숙아에서 가을에 비해 봄에 더 높은 유의한 오즈를 보였지만 Caton의 

연구(Caton, 2012)에서 계절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천 수신증은 

미숙아에서 봄에 착상된 오즈가 겨울에 착상된 오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았다. Luteijn의 연구(J. M. Luteijn et al., 

2014)에서도 선천 수신증의 계절성을 확인하였다.  

근골격계의 선천성 기형 중 배꼽탈출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여름에 

비해 가을과 겨울에 착상된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하였지만, 

Bound의 연구(John P Bound et al., 1989)와 Caton의 연구(Caton, 



 

64 

 

2012), 독일에서 발생한 배꼽탈출증의 계절성 연구((Hornemann et al., 

2009), 중국에서 발생한 배꼽탈출증의 계절성 연구(Li et al., 

2015)에서 계절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각 나라에서 이루어진 선천성 기형과 계절성에 관한 여러 연구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나라에서 산모에게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산모가 열에 노출되면 태아 세포의 사망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Lin et al., 2018; Zhang et al., 2019).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여름에 착상이 되었을 경우 선천성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것과 맥락을 같이한다(Benavides et al., 2020). 

하지만 본 연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에 착상된 

신생아들에서 선천성 결함 발생의 오즈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환경적 

요인이 이전 연구들이 수행되던 시기에 비해 냉방기 사용의 증가로 

여름철 열에 산모가 노출될 경우가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에 보일러나 전기장판 사용 등의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므로 생활환경에 따른 환경적 차이도 

착상계절과 선천성 기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와 더불어 또다른 환경적 요인인 미세먼지와 선천성 기형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J. K. Ko et al., 2018)를 바탕으로, 특정 계절에 

높아지는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적 환경도 선천성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이미 선천성 기형과 계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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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의 발생 빈도는 전체 출생 인구에서 소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계절성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선천성 기형을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선천성 기형 등록 체계가 

운영되지 않고 산모와 신생아의 진료기록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선천성 기형의 계절성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며, 국내 

선천성 기형의 계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15년동안 출생한 신생아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통계청에서 밝힌 2006년에서 2020년까지 국내 출생인구 6,261,530명 

중 42,920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연구 기간 중 국내 출생 인구의 

0.6%에 해당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선천성 기형의 발생 기대 

빈도수 20.2%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출생인구 6,261,530명을 

신뢰구간 99%, 추정오차의 한계크기 5%에서 검정하기 위한 적정 

표본크기가 428명임을 감안하였을 때 대상자수가 충분한 표본집단이다.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연구로 국내 선천성 기형의 발생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국내 최다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하는 의료기관으로 국내 선천성 기형 관련 연구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오랜 기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강점이지만, 출생아만을 대상자로 포함시킨 점과 연구가 수행된 기관이 

전국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택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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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중증 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입원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오즈비가 실제보다 더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랜기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선천성 기형의 계절별 오즈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형 발생에 민감한 임신 초기의 계절을 확인한 점 또한 본연구의 

강점이다. 하지만 염색체 이상의 질환 등은 임신전에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염색체 

이상, 유전자적 증후군 계통을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대상자수가 

50건이 넘었던 선천성 기형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이 

유일하였고, 분석결과 계절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월경일 이외의 지역 및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 때문에 계절 이외에 선천성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계절 이외의 다양한 인구 

기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선천성 기형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상학적 요인, 환경 화학적 요인, 모체 요인 

등과 같은 국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선천성 기형 발생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천성 기형이 많이 발생한 계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선천성 기형의 위험요인을 찾고 예방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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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내의 선천성 기형 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기형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선천성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찾기 위해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임신 초기에 노출된 환경과 선천성 기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착상일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착상 계절별로 

선천성 기형 발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후각뇌결여증, 입천장갈림증, 입술갈림증, 큰혈관전위, 

단일심실, 동맥관개방, 거대결장, 콩팥형성이상, 낭성신장, 요관폐쇄성 

결손, 선천 수신증, 배꼽탈출증의 12개의 선천성 기형에서 착상의 

계절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착상 시기에 노출된 환경과 선천성 기형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선천성 기형에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국내 선천성 기형과 계절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선천성 기형의 환경적 위험 요소를 찾아 

선천성 기형 발생의 예방 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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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defects and 

seasons based on the hospital 

 

KANG Miri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Birth defects are single or multiple deformities in the 

morphology of organs and body parts that can be identified from the 

fetus or newborn at birth. The prevalence rate of birth defects in 

Korea is nearly twice as high as that of the world. Overseas, 

seasonal studies of birth defects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at affect birth of birth defects. In order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birth defects and seasons in 

Korea, the hypothesis is that there is a mechanical correlation 

between fetal exposure and birth defects at the time of pregnancy. 

 

Methods Born from 2006 to 2020 at Asan Medical Center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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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ewborns (N=42,918)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The birth 

defects were divided into 69 groups of seven systems. The study  

estimated date of conception by adding 14days to the maternal date 

of last menses and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05. The study performed stratified analyses by 

gestational age and calculated seasonal distribution and seasonality 

test results. 

 

Results Significant seasonality of birth defects were identified in 9 

groups in birth  defects of total newborn cases 

(Arhinencephaly/Holoprosensephaly, 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TGA), Patent ductus 

arteriosus(PDA)≥2500g, Hirshsprung’s disease(Congenital 

megacolon), Renal dysplasia, Cystic kidney, 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Omphalocele), 5 groups in birth defects of 

premature newborn cases(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Cleft 

palate without cleft lip, Single ventricle, 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Congenital hydronephrosis), 4 groups in birth defects of 

fullterm newborn cases(Cleft lip with or without cleft palate, Single 

ventricle, Renal dysplasia, Obstructive genitourinary defect) 

 

Conclusions The association of domestic congenital deformities and 

seasons was identified. Based on this study,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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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tudie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birth defects that 

vary with domestic seasons will be possible. Furthermore, it may 

help prevent birth defects. 

 

Keywords: Birth defects, seasonality, pregnancy, epidemiology, 

newborn, matenal,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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