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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TTTS
Heang-Soo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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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TTTS) is a complex cardiovascular disease affecting monochorionic (MC) twin pregnancies, and has a high
perinatal mortality rate. Its pathogenesis remains poorly understood, but TTTS involves unbalanced transfusion of blood from a donor to
a recipient along one or more placental arteriovenous anastomosis in absence of adequate compensatory superficial counter-transfusion.
Recent data demonstrated laser ablation to be better than amnioreduction, especially when the condition develops before 26 weeks of
g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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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S는 단일융모막 이양막 쌍태임신의 10-20%에서

에서도 발생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세쌍둥이나 네

(donor twin)에게서 수혈자 쌍태아 (recipient twin)에

적으로는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에서 연속적인 초음파검

발생하는 복잡한 질환으로 쌍태임신 중 공혈자 쌍태아
게로의 불균형 수혈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TTTS는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약 80-100% 가량의 높은 주산기 사

망률을 보인다. TTTS는 하나가 아닌 쌍태아 모두의 문

쌍둥이의 경우는 이융모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사를 통해 진단되며, 드물게 양수과다나,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수 등을 보이기도 한다.

초음파검사로는 임신 15-25주 경에 주로 발견되며,

제이며, 태아들이 구조적으로는 정상이라 생존 잠재력이

제 3 삼분기 초에도 나타난다. 공혈자 쌍태아는 빈혈, 혈

후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현

제한, 비정상 제대동맥 도플러지수 등을 보인다. 극단적

높고, 기본적으로 태반의 해부학적 구조가 문제라서 향
재 태아의학에서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의 하나이다.

다뇨증, 양수과다, 거대 장기, 비정상 정맥 도플러지수,

TTTS는 단일융모막 이양막 임신 중 약 15%, 일반적으

로 1,600 임신 중 1예에서 발생한다. 단일양막 쌍태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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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수가 없는 경우 "stuck twin"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수혈자 쌍태아는 과다혈량 (hypervolemia),

. 임상 양상 (Clinical features)
1

량저하증 (hypovolemia)을 보이고 핍뇨, 양수과소, 발육

심장 비대/부전 및 심한 경우 수종의 양상 등을 보인다
(Fig. 1).

2

초음파 진단 이전에는 단일융모막 쌍태아에서 20% 이

상의 체중 차이와 5 g/dL 이상의 혈색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진단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지
않는다. 초음파검사로 산전에 이러한 소견을 밝히는 것

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융모막 임신의 경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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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거의 모든 태반에 문합이 있음이 밝혀졌고,

5

따라서 쌍태아간 수혈은 당연한 결과이다.

태반의 혈관 문합은 세 가지 형태로, 동맥대 동맥 문합

(arterio-arterial anastomosis; AAA)이나 정맥대 정맥
문합 (veno-venous anastomosis; VVA)은 융모막판

(chorionic plate)을 주행하는 표재성으로 양방향성 혈

류를 보이고, 심층 동정맥 문합 (deep arterio-venous

anastomosis; AVA)은 한쪽 태아에서 다른 쪽 태아로 한

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혈류를 보인다. AVA는 단일융모
Fig. 1. Schematic drawing showing several cardinal features of
TTTS, including oligohydramnios/polyhydramnios with a donor
"stuck" twin and size discordance.2

한 소견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기준들
이 생존 쌍태아에서는 사용되지만 일측이나 양측 태아가

사망한 경우와 같은 심한 TTTS의 경우 사용되지 않기 때
문이다. 36명의 TTTS 예에서 5 g/dL 이상의 혈색소 차

막 쌍태임신의 거의 모든 경우에 보이고, AAA는 대부분,

VVA는 약 25%의 빈도로 나타난다.

6,7

보상적인 양방향

성의 표재성 문합 즉, AAA나 VVA 없이 한쪽 방향으로

만 혈류를 보이는 AVA는 쌍태아간의 불균형 수혈을 초
래하고, 결국 공혈자 쌍태아의 혈량저하증, 수혈자 쌍태

아의 과다혈량을 보인다. 이는 염료 주입 연구에서 TTTS

태반은 대조군에 비해 표재성 보다 많은 심층 문합을 갖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6

태반을 이용한 염료주입

이를 보인 경우는 단지 25%뿐이었다는 보고도 있다. 또

연구에 의하면 TTTS에서 AAA의 빈도 (24%)는 대조군

막 쌍태아에서처럼 이융모막 쌍태아에서도 흔히 일어난

AAA는 VVA보다 높은 분압으로 인해 혈역학적으로

3

한 20% 이상의 체중 차이를 보이는 경우 역시 단일융모

(84%)보다 낮지만, AVA와 VVA의 빈도는 비슷했다.

8

다.

counter balancing 능력이 더 높다.

는 치료하지 않으면 90% 가량의 높은 주산기 사망을 보

의 방어 역할은 영상 연구에 의해서도 나타났다.

정의는 공혈자와 수혈자 쌍태아에서 각각 양수과소증과

가 없는 경우는 TTTS 위험도 증가와 관련된다 (61% vs.

4

초음파가 발달한 이후 oligo/polyhydramnios sequence

이는 상황으로 밝혀졌고, 따라서 초음파에 의한 TTTS의
과다증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된다. 즉, TTTS는 현재 임
신 제 2 삼분기에 공혈자 쌍태아의 가장 깊은 수직 양수

깊이가 2 cm 이하, 수혈자 쌍태아의 가장 깊은 수직 양수
깊이가 8 cm 이상인 oligo/polyhydramnios sequence가

있는 경우로 진단된다. 다른 특징들로는 공혈자 쌍태아에

서 방광이 작거나 보이지 않거나 비정상 제대동맥 도플러

지수를 보이고, 수혈자 쌍태아에서 확장된 방광, 심장 비
대, 비정상 정맥 도플러지수 및 수종 등이 나타난다.

8,9

색도

플러 초음파에 의해 임신 12주부터 확인할 수 있고 AAA
15% OR 8.6).

8

2. 심혈관계 병태생리 (cardiovascular pathophysiology)

비록 혈관 문합이 일차적인 혈역학적 불균형을 만들지

만, 이에 적응하기 위한 태아의 이차 생리적 반응 혹은

태반반응이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다.

공혈자 쌍태아의 혈량저하증은 발육제한, 혈류의 재분

. 병태생리 (Pathophysiology)
1. 해부학적 고찰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에서 쌍태아간 수혈에 대한 AAA

배, 신장관류 감소 및 양수과소를 야기하고, 진행되면 이
완기말 혈류의 소실이나 역류를 초래한다. 신장은 퇴행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의 경우 염료 주입 (dye- injection)

성 변화를 겪고 신세관 (renal tubule)의 덩어리가 적어

지며 신세관 이형성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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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자 쌍태아에서 표현형은 과다혈량의 정도에 따른

아 사망이 태아 사망보다 2:1의 비율을 보이며, 공혈자

되고 다뇨증과 양수과다로 이어지며, 양수과다를 보이는

태아에서 정맥 도플러지수가 비정상인 경우 하나 이상의

다. 체액 과잉에 의한 높은 ANP치에 의해 ADH가 억제

쪽에서 양수압은 양수제거 (amnioreduction)에 의해 감

쌍태아에서 동맥 도플러지수가 비정상이거나 수혈자 쌍
신생아 사망이 65%이다. 28주 이전에 TTTS로 진단되
9

소될 수 있고, 이는 자궁동맥혈류 증가와 태아의 산-염

고 기대요법 치료를 받았던 136명의 태아에서 총 생존율

하 (preload)를 증가시키고 수혈자 쌍태아에서 고혈압

궁내 일측 태아의 사망은 30%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 상태를 개선시키게 된다.

10-12

과다혈량은 심장의 전부

은 27%이고 그중 25%에서 신경학적 장애가 보였다. 자
21

발생은 후부하 (afterload)의 증가로 인해 심혈관계 부

이는 쌍태아간 수혈이 그치면서 살아있는 쌍태아의 상태

증가가 관련된다.

혈성 뇌손상이나 신손상을 야기한다.

전이 초래되었음을 의미하며,

13

14

여기에는 endothelin의

심부전은 초기에는 정맥관 (ductus

가 개선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약 25%의 허
22,23

그러나 최근에

venosus)의 비정상 도플러지수, 제대정맥의 박동성 혈

는 생존된 쌍태아에서의 문제는 일측 태아의 사망당시

종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장은 확대되고 충혈되며, 출혈

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고,

류 및 삼첨판 역류 등에 의해 나타나고 이후에는 태아수
성 경색을 보인다.

15

생존 쌍태아로부터 죽은 쌍태아 혈관계로 쌍태아간 수혈
로 수혈자 사망 이후보다 그러하다.

24

25

이는 일반적으

. 임상 양상 (Clinical course)

. Prediction of TTTS

모든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은 태아성장과 양수량의 변

임신 제 2 삼분기에 심한 TTTS를 보이는 쌍태 임신은

화, 비정상 도플러 지수 및 TTTS의 다른 특성들을 조기

제 1 삼분기부터 혈역학적 불균형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조금이라도 작은 징후가 보이는 경우는 보다 자주 검사

NT)의 불일치로 나타난다.

에 찾아내기 위하여 2-4주 간격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하여야 한다. 혹자는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이 단태임신의

경우보다 심장기형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3.8% vs.

0.6%) 태아심초음파를 모든 경우 시행해야 한다고 한
다.

16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TTTS 진단 주수의 중앙값

(median)은 21주이고, 분만은 29주였다.

17,18

조기진통이

나 조기양막파수는 양수과다에 의해 증가된 양수압에 의
해도 발생하지만 치료술기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한다.

19

이러한 조기진통이나 조기양막파수는 단태임신에서와

같이 치료된다. 그러나 특히 28주 이전에 분만된 TTTS
의 조산아는 단태의 경우나 TTTS가 없는 쌍태임신의 신

는 10-14주에 목덜미 투명대 (nuchal translucency;
26,27

이는 중요한데 왜냐면 NT

는 다태임신에서 aneuploidy에 대한 일차 선별검사법

이다. NT가 증가된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의 32%가 결
국 TTTS로 발전했고 (likelihood ratio 3.5, 95% CI
1.9-6.2), 단지 28% 만이 예측되었다.

27

추후 TTTS와

관련된 또 다른 소견은 15-17주에 보이는 태아간막의 주
름이다. 이는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의 32%에서 보이고

이중 43%가 결국 TTTS가 된다 (likelihood ratio 4.2,
95% CI 3.0-6.0).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양상을 이용하

여 TTTS를 예측하는 방법들은 논란이 되고 있다. 도플
러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AAA가 있는 환자의 15%에서

생아 보다 불량한 결과를 보인다. 수혈자 쌍태아에서 주

TTTS가 발생한 반면, 없는 경우는 61%에서 발생하였다

아에서의 주 문제이다.

고, AAA가 있으면서 TTTS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다 높

문제는 심부전이고, 신부전이나 발육제한은 공혈자 쌍태
치료하지 않으면, 80% 이상의 주산기 사망을 보이고,

생존아에서 장기 이환 특히 신경학적 후유증을 보인
다.

1,20

공혈자 쌍태아가 수혈자 쌍태아보다 잘 죽고 신생

(OR 8.6). 그러나 TTTS 태반의 25-30%에서 AAA가 있
8

은 주산기 생존율을 보인다. AAA는 비록 11주부터 측정
8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8주 이후에 도플러를 이용하

여 85%의 민감도, 97%의 특이도로 찾을 수 있다.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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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AAA는 색/power 도플러에서 양방향성의 speckled

위험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감시하

에서는 나타나는 빈도가 낮고, stage I-III에서 높은 쌍

결과 AAA가 측정된 경우를 'a'로, AAA가 없던 경우를

pattern으로 나타난다.

AAA는 진행된 단계의 TTTS

8,28

태아 생존율과 관련된다.

29

결국 AAA가 없다는 것은

TTTS 발생, 보다 중요하게는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severe TTTS 발생의 좋은 예측인자이다.

부터

staging system을 만들었다.

은 oligo/poly-

hydramnios sequence만으로 공혈자 쌍태아에서 방광이
보이는 경우, stage

나는 경우, stage

100%,

b 59%,

a 25%,

a

b 50%

로 나타나서 AAA는 staging system의 예후 예측을 개

많은 경우가 stage

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비

정상 도플러 소견만 보이는 경우부터 실제 극심한 정도
의 쌍태아 심근병증까지 다양한 정도의 질환이 포함된

다. 따라서 이를 다시 분류하는 방법으로 수혈자 쌍태아
의 심초음파 평가를 staging에 추가한 것이 Cincinatti

는 수혈자 쌍태아에서 수종이 나타

실 기능 등을 평가한다. 이 새로운 staging은 Quintero

는 비정상 도플러 소견이 나타

는 일측 혹은 양측 태아 사망이 있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료결과 비교를 표준화하는데 도

2

ventricular valvular incompetence), 심실벽 두께, 심

등에 의한 staging보다 질환을 세분하고 치료 방향을 결
정하는데 보다 유익하다.

. Complications

움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일반적으로 45%에서 질환이

다음 단계로 악화되고 18%에서 lesser stage로 간다.
는 종종 일시적이어서 20%에서 악화하고, 60%

는 stage

b 44%,

b 63%,

staging이다 (Fig. 2). 이는 심방실 판막부전 (atrio-

경우로 하였다. 이러한 staging system은 예후를 결정

stage

a 83%,

a 100%,

는 공혈자 쌍태아에서 방광이 보

이지 않는 경우, stage
나는 경우, stage

'b'로 세분한 결과 총 생존율은

그러나 이 staging은 치료를 유도하는데 제약이 있다.

까지 점차적으로 악화

stage

한편 AAA를 stage에 추가한

29

되는 임상 양상을 기초로 질병의 정도를 분류하는
30

31

선시키며, 치료선택 결정에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된다.

. Staging
Quintero 등은 stage

는데 더 유용해 보인다.

로 호전된다. 그렇지만 78%가 최소한 stage

이다. 생존율은 진단시 stage에 따라 58%, 60%, 42%,

43%로 stage가 생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만 stage가 올라갈수록 불량해진다. 따라서 staging은

1. Neurological complications
TTTS는 신경학적 후유증의 위험성이 높아 약 15%의

빈도를 보이고,
된다.

17,20,32-5

17,20,32,34,36,37

이 중 반 이상이 뇌성마비와 관련

이런 신경학적 손상은 산전 손상의 결

Fig. 2. Diagram showing the Cincinnati modification of the Quintero staging system and the sequence of progressive
events in untreated TT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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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기도 하지만 조산의 후유증 즉, periventricular

에서 신생아기에 비정상 심기능을 보이지만 대부분은

발생하는 손상의 병인은 허혈로 추정되는데 이는 태반

를 갖는다.

leukomalacia (PVL)와 뇌실내 출혈의 결과이다. 산전에

혈관 문합을 통한 혈역학적 불균형에 기인한다. 수혈자
쌍태아에서의 적혈구 증가증 (polycythemia)과 혈관 저

류 (vascular stasis), 공혈자 쌍태아에서의 빈혈과 저혈
압이 신경학적 손상의 잠재적 기전이다. 한쪽 태아의 사

망은 생존 태아에서 신경학적 손상발생 위험도 증가와
관련된다.

18,24,30,38

신경학적 후유증은 산전 혹은 산후 영

상연구 결과의 비정상에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초

음파 검사결과 비정상이 신경학적 후유증과 동일시되지

는 않는다. 산후 두부 (cranial) 초음파결과 TTTS 생존

가역적이다. 그러나 5-10%에서는 장기적인 심장 문제
16,39,45-7

흥미로운 것은 TTTS 출생아 중 수

혈자에 비해 공혈자 쌍태아에서 동맥 신축성 감소를 포
함한 혈관 기능 이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궁 내에서의
vascular

programming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Barker에 의해 제기된 성인에서의 심혈관계 질환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48

3. Other complications
급성 신생아 신부전이 흔히 나타나는데, 17예의 임신

그러

중 생존아의 48%에서 발생하여 대조군 (17%)에 비해

ventriculomegaly, subependymal pseudocysts, small

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인 신장의 후유증은 생존아의 3%

자의 29%가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

17,18,20,37,39,40,41

나 대부분의 초음파 소견은 경미한 것이고, 경증의
white matter cysts and basal ganglia echogenicity
혹은 lenticulostriate vasculopathy 등이었다.

18,40

산전

에 발생한 손상은, 출혈이나 delayed neonatal imaging

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PVL 등과 같은 산후 손상과 구분
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TTTS 없이도 단일융모막 쌍태

41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부전은 일과성

정도에서 나타난다.

Splanchnic perfusion의 감

17

17,39,41

소는 허혈성 괴사에 의해 선천성 장천공을 야기할 수
있다.

17,39,41

또한 자연적인 하지 허혈에 의해 절단

(amputation) 발생도 보고되었다.

18,33,39

생존아의 23%가 산후 초음파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인

. Management

구결과 경미한 손상의 빈도가 27-30%까지 나타났다. 그

치료방법으로는 기대요법, 지속적 양수천자, laser

다.

게다가 만삭에 출생한 신생아들의 산후 초음파 연

42

러나 이들 중 뇌성마비나 major developmental delay는

photocoagulation of placental shunts, 선택적 태아유

보이는 것은 영상 연구들에 사용된 imaging technique

높은 주산기 이환 및 사망을 보이기 때문에 기대요법은

없었다.

43,44

이러한 초음파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결과를

의 민감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산 (selective feticide) 등이 있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
단지 몇몇 경미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1. Medical therapy

2.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은 선천선 심장 기형 발생 빈도

몇몇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알

가 6배 (2.3%) 높지만 TTTS에서는 더욱 빈도 (6.9%)가

려진 것은 없다. 수혈자 쌍태아의 심장 기능을 향상시

손상의 위험도가 높다.

었지만,49 특히 수종이 동반된 경우 수혈자 쌍태아에게

높다.

16

TTTS 생존아들은 선천성이나 후천성 심혈관계
16,45

모든 수혈자 쌍태아들은 다

양한 정도의 양심실 비대와 확장을 보이고 삼첨판 역류
와 심실 기능 감소를 보이는 반면, 공혈자 쌍태아들은

자궁내에서나 출생 후 특별한 후천성 심기능 부전이 나
타나지 않는다.

13,16,45-47

비록 수혈자 쌍태아의 45-50%

키기 위하여 모체에 digoxin을 투여하는 방법이 시도되
digoxin이 치료농도로 공급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

다. 양수과다를 줄이기 위한 indomethacin의 투여 역시

공혈자 쌍태아의 신기능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투여가
금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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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감소술 (Amnioreduction)

보고하고 있다. 중격절개술이 작은 수를 대상으로 한 연

주기적으로 양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가장 일찍부터 사

용되어 왔고 간단하고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19

이

구들이라 이를 보완한 다기관 무작위 대조 실험결과 양
수천자와 중격절개술이 전체 생존에 (70%)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54

그러나, 중격절개술의 이점은 양수천자

는 양수량을 감소시켜 조기진통이나 조기양막파수의 위

(70%)에 비해 재치료 횟수가 감소 (40%)한다는 것이다.

킬 수 있다. 양수과다는 자궁태반혈류를 불량하게 하는

감입 (entanglement)될 수 있다.

험을 감소시키고, 양수압을 감수시켜 태아상태를 개선시
데 이는 양수과다의 정도와 태아혈액 가스 검사결과가
반비례한다는 보고로 알 수 있다.

50

이러한 맥락에서 양

수감소술은 자궁동맥혈류를 74% 향상시키고 이는 또 다
른 이점이 된다.

10

TTTS에서 조기양막파수는 이러한 방

한편 이론적으로는 태아간막에 뚫은 구멍을 통해 제대가

4. Laser ablation
이는 쌍태아간 수혈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본 질환의

법으로 예후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발생 기전에 대한 유일한 근본적 치료법이다. 이는 직접

혹은 한쪽 포켓의 가장 깊은 깊이가 12 cm 이상인 경우

방법이다. 보통, 초음파유도하에 복부를 통해 내시경

인다. 과거에는 양수지수 25 cm 미만이 목표였으나,

400-600 um 굵기의 optic fiber를 통해 Nd:Yag laser

양수량 제거는 양수압 증가의 기준인 양수지수 40 cm

적응증이 된다. 1리터의 양수가 양수지수 약 10 cm를 줄
19

최근에는 양수천자 시행간격을 넓히기 위해 그 목표가

점차 낮아져서 15, 10 정도를 목표로 하기도 한다. 천자
51

보면서 쌍태아간 문합혈관을 photocoagulation 시키는

을 자궁내로 삽입하고 side channel을 통해 유도된
를 사용한다.

와 관련된 위험은 조기양막파수 (약 6%), 융모양막염, 태

1) Non-selective laser ablation

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지속적 양수천자는 대조군

혈관은 모두 절제 (ablation)하였다.

의 양태아 생존과 20%의 일측 태아 생존을 보였다. 그

전체 태아 생존율은 55%이었고, 하나라도 생존을 보인

서만이 초음파검사결과 신경학적 손상이 발견되지만 최

69%, 82%의 보고를 하였다.

반조기박리 등이 있다.

19,39

28주 이전의 심한 TTTS를 대

(20%)에 비해 그 생존율이 60%까지 증가하였는데 50%
1

러나, 치료받은 군의 반 정도에서 비록 생존아의 18% 에
소한 한 명의 주산기 사망을 보인다.

39

55,56

그러나 이 방법

은 제한된 성공을 보였다. Ville 등은 132명의 산모에서

임신은 73%이었다.

34

De Lia 등은 74명의 산모에서
33

28주 이전의 TTTS에서

시행된 메타 분석은 전체 생존 58%, 한 명 이상의 생존
은 74%의 빈도를 보였다. 이렇게 생존이 개선되지 않은
1

이유로는 태아간막이 두 개의 태아-태반 순환사이의

3. 중격절개술 (Septostomy)
중격절개술의 목적은 수혈자 쌍태아의 과도한 양수가

공혈자 쌍태아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absorption과 swallowing에

초창기 방법으로 태아간막을 접근하거나 가로지르는

의해 oligo/polyhydra-

mnios sequence가 개선되고 공혈자의 volume 상태가
개선되도록 한다. Saade 등은 12예에서 20-22 gauge를

vascular equator와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

의 non-anastomotic 혈관들이 폐쇄되고 몇몇 정상
cotyledon들이 devitalizing되기 때문이다.

57,58

병증으로는 조기양막파수, 융모양막염, 조기진통, 혹은
TTTS가 지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59

이용하여 83%의 생존을 보였다. 그 이후 64%의 양수천

2) Selective laser ablation

52

자에 비해 71%의 주산기 생존을 보였고, 43%에서 57%로
점차 높아지는 양태아 생존을 보이고 있다.

53

다른 보고

들은 조기양막파수나 조기진통에 기인한 불량한 결과를

다른 합

이는 높은 술기 관련 태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쌍태아간 수혈에 관련된 혈관문합만을 목표로 하는 방법
이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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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toscopic appearance of the placental surface
showing vascular connections after laser photocoagulation.2

Fig. 4. Photograph showing fetoscopic appearance of vessels
on the placental surface. Arteries cross over veins and are
2
darker in color due to lower oxygen saturation.

이용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 AVA를 확인하고, 모든

은 81%, 79%, 60%로 보고하였다.66,67 그렇지만 단지

양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시경으로 확

이환된 임신의 반 가량에서 하나 이상의 태아를 잃는다

AVA혈관들을 photocoagulation한다.61 문합양상은 다
인한 AVA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은 동맥혈관

들이 정맥혈관을 가로지르고 낮은 산소 포화도로 보다
짙게 보인다 (Fig. 4).

2,60

색도플러와 3차원 초음파를 이

용하면 selective laser ablation이 용이하고 술기 시간

54%의 양태아 생존율은 가장 좋은 치료를 하여도 아직도
는 것을 의미한다.66 신경학적 이환에 대해서는 비록 두
부초음파 이상 소견과 신경학적 장애를 구분하지 않았지

만, selective laser가 신경학적 이환을 감소시키고 (4%
vs, 24% in non-selective),36 selective ablation에서

을 절약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 민감도는 50% 미만이

두부초음파 이상 소견의 빈도 역시 낮다고 하였다 (6%

Laser치료는 두 방법 모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생존아를 대상으로 14-33개월에 시행한 신경 발달 추적

flexible scope을 이용하여 측면에서 들어가거나 최소절

를 포함하여 신경학적 후유증은 22%의 빈도를 보였고

다.

62,63

태반이 전방에 위치하면 매우 곤란하다. 이 경우는
개를 하여 직접 자궁에 삽입하는 방법도 이용된다.

34,64,65

치료 후 태아의 혈역학은 개선되어 수혈자 쌍태아의 정
맥관 혈류의 복원과 공혈자 쌍태아의 정상 제대동맥 혈
류가 나타난다.

59

그러나, 공혈자 쌍태아는 일시적으로

수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hypodynamic
circulation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59 대략 13%에서 술

기의 반복이 필요하다.

34,66

Quintero 등은 최소 한 아이의 생존율이 selective

laser로는 83%, non-selective laser로는 61%, 양수천
자술로는 67%라고 하였다.

35,36

한편 Hecher 등도 다른

보고에서 전체 생존율이 68%이고 최소 한 아이의 생존율

vs. 18% in amnioreduction).67 그러나, 89명의 TTTS

연구에서 selective laser 치료군에서 11%의 뇌성 마비

이는 공혈자나 수혈자 쌍태아에서 비슷하였다.32 그러

나, 이는 양측이 모두 생존한 경우 (8%)보다 한쪽 태아

가 사망한 단태아 생존아 (27%)에서 그 빈도가 높았고,
특히 수혈자 쌍태아 (23%)에서 공혈자 쌍태아 (14%)에
비해 올라갔다.32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non-selective

와 selective군에서 뇌성마비의 빈도는 TTTS에서 약 8%
의 빈도를 보여 laser 치료에 의한 뇌성마비 빈도 개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Sutcliffe 등은 nonselective 치료군에서 단일 생존아에서 뇌성마비의 빈도

가 없었고 이는 non-selective 치료가 한쪽 태아의 사망
을 초래하고 이는 기능적으로 이융모막성 태반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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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의 수혈후유증을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을 폐쇄시켜 67%의 실패를 보고하고,

photocoagulaion 치료는 최소 한 아이가 신생아시기까

율이 높아 시행이 힘들고, 태아경으로 제대주위를 봉합

68

Eurofetus 무작위 연구결과를 보면 26주 이전에 laser
지 생존 한 빈도와 6개월까지 온전히 성장한 빈도가 각

각 76%, 76%인 반면, 주기적 양수 천자는 56%, 51%이었
다.

69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들을 종합한

Fox 등에 의하면 laser photocoagulaion은 전체 생존
56-62%, 최소 일측 태아 생존 76-83%로, 38-64%와

51-85%를 보인 양수천자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전
체적인 신경학적 이환도 odds ratio 0.43-0.15를 보였
다.

70

coagulation은 18-20주 이후에는 혈관이 굵어져서 실패

매듭 (suture knot)하는 방법은 84%의 성공을 보고하고
있다.

75-77

양태아의 생존율은 63-71%이고 조기양막파

수의 위험은 30-40%이다.
하에서도 시행 가능하다.

75-77

78

이는 전적으로 초음파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에서

selective feticide의 주된 방법은 현재는 bipolar
diathermy를 이용하여 초음파하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

71

국소마취하에 3.3 mm port를 양막강내로 삽입하

여 3 mm bipolar diathermy forceps을 넣어 제대를 잡
고 연속적으로 60초까지 bubbling이 멈출 때까지

5. Selective feticide

coagulation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임신 제 2 삼분기 초

양태아를 살리려는 다른 치료법들과 달리 이 방법은

한쪽 태아를 살리기 위하여 제대를 결찰하여 다른 쪽 태

아가 죽게 된다. 이는 술기와 관련된 사망율이 50%라 다
른 방법들을 모두 사용 한 이후에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는 severe TTTS (stage

제대의 laser

73,74

or

)에 selective laser

ablation 대신 사용된다. 술기를 결정한 이후 어느 쪽을
종결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초기에는 공혈자 쌍태아를 종

결하였는데, 왜냐면 이완기말 혈류 소실을 보이는 공혈

자 쌍태아는 태반 기능이 태아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생
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양쪽 태아의 생존이 비

슷해서 제대결찰의 선택은 동일하다. 현재 많은 보고들
71

이 몇 가지 이유로 수혈자 쌍태아를 종결하는데 기술적
으로 양수과다로 수혈자의 제대를 결찰하기가 쉽고 자궁

벽으로부터도 멀리서 조작을 할 수 있어 모체의 위험도
적고 수혈자에서 수종이나 심부전 및 신경학적 손상의 빈

기 (16-17주 미만)에 selective feticide는 최근 개발된

interstitial laser procedure가 유용하다.

79

이는 20

gauge needle을 선택 태아의 복부에 vitelline artery와
intrahepatic vein 가까이에 삽입하고 400-600

laser fiber를 needle을 통해 약 4 mm 더 들어가게 하여
Nd:Yag laser를 10-20 W 처리하여 그 부위가 강하게

echogenic해질 때까지 시행한다. 이후 도플러를 이용하

여 제대 혈류가 멈춘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술기들이 제
한적인 이유는 보호자들이 구조적으로 정상 태아를 종결

한다는데 대해 주저하고, 또 의사들이 이를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예상
치 못한 태아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Management of single intrauterine death
쌍태아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표면상으로는 쌍태아

20,45,37,40,46,47,72

도가 높으므로 수혈자 쌍태아를 종결한다.

간 수혈증후군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급성 수혈 후

의 뇌손상이나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수혈자의 제대가

서 생존을 돕고 신경학적 손상을 줄이려는 일환으로 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혈자에서 종결하는 경우는 공혈자

너무 굵어 (26주 이상이나 수종)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공혈자에서 또 다른 문제는 양수주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71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제대의 모

든 혈관을 결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급성 쌍태

아간 수혈을 야기할 수 있다. 알코올이나 enbucrilate를
이용한 초음파하 경화술 (sclerotherapy)은 하나의 혈관

유증을 감지하기 위해 집중 관찰하여야 한다. 생존아에

혈을 교정하기 위해 태아혈액 채취와 자궁 내 태아수혈
을 하였는데,

23

응급수혈조차 신경학적 손상을 막기에는

너무 늦고 따라서 뇌손상을 받은 태아의 생존을 높이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손상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즉
각적인 분만도 살아있는 태아의 예후를 개선시키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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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초음파와 MRI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 의미

대한산부회지 제50권 제1호, 2007

있는 신경학적 손상을 찾아낼 수 있고, 생존아의 약 50%
까지에서 비정상적인 두부 손상 소견이 관찰된다. 영상
18

소견상 신경학적 위험의 주 위험이 의심되면 임신주수와

9. Stage-based treatment
TTTS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임신종결도 고려된다. 무엇보다 먼

staging이 치료 방향 설정에 유용하다. 즉, 간단하고 비

선의 목표이고 따라서 TTTS 임신을 집중 관찰하여 자궁

예후가 좋을 경우들에 우선된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

저 자궁 내 태아사망과 그 후유증의 발생을 막는 것이 우
내 태아사망 그 자체보다 이의 impending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내 사망이 임박했을 때 laser나 최소
한 폐쇄적 feticide로써 이러한 최악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간혹 모체에서 응고장애 등의 보고가 있지만 한

쪽 단일융모막 태아의 사망 후유증으로 DIC가 관련된다
는 증거는 없다.

22

만 태아 손실의 내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불량한 예후를
갖는 경우에 사용되도록 한다. 치료에 stage를 도입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해 현재는 많은 논쟁이 있다. Quintero

등의 stage에 의한 다기관 생존 비교에 의하면, fluid
balance에만 차이를 보인 stage

-

등의 초기 질환

망 (29% vs, 13%, OR 2.7 95% CI 1.1-7.0; p=0.02)을

생존가능 시기 이후, 분만은 선택사항이 된다. 28-30

주 사이에 태아혈액채취는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할지 분
만 시기를 결정할지 결정에 도움을 받는다. 쌍태아간 혈

색소치의 차이가 클수록 두개내 비정상의 가능성도 높
다.

대폐쇄술이나 태아경하 laser ablation 등은 효율적이지

의 경우 laser 치료는 양수감소술에 비해 높은 주산기 사

7. Delivery

39

교적 안전하지만 비효율적인 양수제거나 중격절개술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태아 폐성숙을 위해 스

테로이드투여 후 32-33주에 통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을
권한다. 제왕절개수술이 적응증이 되는데 이는 태아가
진통에 intolerance할 가능성이 높고 진통 중 급성 쌍태
아간 수혈의 가능성 때문이다.

- )에서는 laser 치료가 낮은 주산기 사망을

보였다 (45% vs, 65%, OR 0.4 95% CI 0.2-0.9;
p<0.02). 결론적으로 지속적 양수감소술이나 중격절개
술은 stage

- 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selective

laser ablation은 진행된 stage
보였다.

36

- 에서 좋은 결과를

그러나 치료에 stage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첫

째, stage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고, 초기 질환의 상당수가 진행되어 보다 궁극적인 치료
박리되어 기술적으로 laser 치료를 어렵게 해서 성공하

무작위 시험없이 각각의 치료법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데 2개의 연구를 보면, Saade등은 다기관 무작위 대조연
구결과 지속적 양수제거와 중격절개술의 비교는 전체적
54

(stage

가 필요하고, 또 중격절개술이나 양수제거술 이후 막이

8.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인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고.

보였고, 반면 심혈관계 증상을 보이는 진행된 경우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stage

AAA가 없어서 한쪽 태아 사망시 급성 수혈로 예후가 더
욱 불량하게 된다.

29,80

. 결

26주 이전에 양수제거와

laser 치료를 비교한 유럽 연구 결과는 laser 치료군에서

생존, 분만시 임신주수, 출생체중이 의미있게 높고 PVL

의 경우

론

TTTS는 단일융모막 이양막 쌍태임신에서 종종 발생

그

하는 질환이고, 비록 그 병인이 불명확하지만, 태반내

다. 양 태아 모두 생존하는 경우는 불과 1/3 정도이다.

다. 따라서 단일융모막 쌍태임신은 16주 이후부터는 매

은 의미있게 낮았지만 통계적 power가 부족하였다.

69

러나 이 두 연구의 중요한 소견은 불량한 결과라는 것이
Stage

- 를 대상으로 하는 양수제거와 laser 치료에

대한 비교 연구가 NIH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문합과 태아간 불균형 수혈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
2주마다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TTTS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치료법으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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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소술, 중격절개술, 혈관문합의 laser ablation 및
selective feticide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로 과

거 전체 주산기 생존율이 20%에서 최근에는 60-70%까
지 높아졌지만, 대다수의 경우 최소 한쪽 태아를 잃고,

생존아의 약 10%에서 장기적인 신경학적 이환이 발생한
다. 임신 26주 이전에는 laser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

어 있지만, 초기 질환의 경우 양수감소술이나 중격절

개술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고, 보다 진행된 경우
selective laser 치료나 제대결찰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느 치료 방법이든 이러한 시술들

이 가능한 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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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쌍태아 수혈증후군은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융모막 쌍태임신에서 보상적 태반 혈관 문합이 정상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발생하며, 공혈자 쌍태아에서 수혈자 쌍태아로의 불균형 수혈이 원인이다. 양수감소술, 중격절개술,
혈관 문합의 laser 절제 등 여러 치료법이 이용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하면 임신 26주 이전에 발생한 경우 laser를
이용한 혈관 문합 절제가 양수감소술보다 예후가 양호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초기 질환의 경우 양수감소술이나,
중격절개술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고, 보다 진행된 경우 selective laser 치료나 제대결찰 등의 방법이 보다 나은 결과
를 줄 수 있다.
중심단어:
중심단어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 양수감소술, laser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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