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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case was found in Holstein cow suffering from dystocia. The twin calves in uterus were

dead and removed by fetotomy. Gross anatomical analysis of thoracopagus siamese calf was carried out.

Two normal heads were present on two necks, however, the twins were fused in the thoracic region. There

were four forelimbs and an abnormal orientation of ribs. Two separate vertebral columns along the length

of the animal ended with two tails. A single pericardium lay on the midline when opening the thorax.

However, there were two almost completely hearts within the pericardial sac. Two heart were joined by

a common cavernous venous sinuous. There were two sets of lungs. Each twins had a separate esophagus

that entered a separated stomach. A large liver was fused and connected into two duodenums. The pelvis,

large intestines and urinary tracts were separated. The twins are female and have a full complement of 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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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합쌍태(conjoined twins)는 배아 영역의 이상중복에

의한 기형으로서, 태아조직에 부분적인 중복을 일으킨

다. 태아성중복은 크게 유리일란성(free monozygotic) 혹

은 이란성쌍태(dizygotic twins) 또는 삼태(triplets)와 결

합쌍태(conjoined twins)로 구분한다. 결합쌍태는 구성체

또는 그 일부가 대칭성인 것을 중복체(dipopagus) 기형

(monster) 또는   (siamese) 쌍태라 칭한다. 3중체(tri-

plopagus)는 매우 드물며 결합쌍태는 1개의 난자에서 생

기는 것으로서 일란성이다. 결합쌍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동물에서는 소

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다 [7]. 

소에서 정상 일란성 쌍둥이 발생은 전체 출산의 약

0.1% 정도이며, 소의 결합쌍태의 발생은 모든 비정상 출

산중 2.2~10%를 차지한다 [8]. 해부학적으로 결합쌍태

는 결합부위와 장기공유(organ-sharing)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중복에서 거의 완전한 두개체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기공유정도는 공통된 복강에

서 한개체 또는 거의 완전한 중복 내부장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또한 몸체 결합정도는 2개의 머리 또는 거의

완전하게 분리된 개체인 결합쌍태까지 다양하게 발견된

다 [3, 5]. 

국내에는 한우와 젖소 두얼굴증(Diprosopia)에 관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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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 2]는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결합쌍태에 관한 발

생보고를 찾아볼 수 없다. 저자 등은 축산연구소 축산자

원개발부에서 발생한 흉부결합체 결합쌍태 송아지

(thoracopagus conjoined twins calf)를 관찰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본 증례의 어미소는 정상분만 기록을 가진 2산차 성

우(1998년 12월 29일 생)로 신체충실지수(body condition

score: BCS)는 2.75로 건강한 상태였으며, 탄저-기종저,

아까바네병, 유행열과 전염성비기관지염 등의 호흡기혼

합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전에 다

른 질병으로 치료한 경험이 없는 소였다. 어미소는 인공

수정으로 임신되어 정상 분만예정일을 약간 지난 2003

년 11월 12일(임신기간 289일) 오후 분만징후를 나타내

었다. 분만전 어미소는 연한 갈색의 비정상적인 질분비

물과 지속적인 분만진통을 나타내었으나 태아의 만출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징후를 나타내어 자궁내 태아의 상태

를 확인해 본 결과, 태아는 미위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였으며 쌍태로 추정되었다. 정상분만이 어려워 태아를

견인하기 위해 한 마리 태아의 후지에 줄을 걸어 견인

하던 중 후지와 골반이 척추에서 분리되었다. 태아의 형

태가 이상하다고 의심하였지만, 일단 태아를 견인 제거

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였다. 다시 다른 태아의 후지

에 줄을 걸어 당겨 골반을 척추에서 분리 제거하였다.

태아의 내부장기를 따로 제거한 후 흉부와 머리부위를

견인하였다.

적출한 송아지는 흉부가 붙어있는 기형송아지로 2개

의 머리와 분리된 목, 8개의 정상 다리를 가졌지만 흉부

(thoracic region)가 융합되어 있고 공동의 복강을 가진

흉부결합체(thoracopagus) 결합쌍태였다(Fig. 1). 두개의

머리와 각각의 척추는 흉부가 결합된 것에 기인하여 정

상기립상태에서 바깥쪽으로 90o 회전하여 마주보며, 각

각의 척추는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결합쌍태는 흉

골에서 매우 강하게 융합되어 있었으며 각 개체는 각각

정상 골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흉강내에는 커다란 하나

의 심낭과 2개의 분리된 폐가 존재하였으며(Fig. 2) 커

다란 심낭내에는 각각의 개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두개

의 심장이 관찰되었지만 우심낭이 융합되어 있었다(Fig.

3). 두개의 기관지와 연결된 각각 독립된 폐는 완전한 정

상 분엽을 가졌다. 복강에는 융합된 1개의 커다란 간이

각각의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Fig. 4), 분리된 각

각의 위와 내부장기가 존재하였다(Fig. 5). 또한 별도의

비뇨기계와 생식기를 가졌으며, 적출된 송아지는 모두

암컷이었다(Fig. 6).

Fig. 1. Conjoined twins calf with doubled heads, necks and

normal limbs.

Fig. 2. Fusion of the thoracic region and two separate

vertebral columns in conjoined twins calf.

Fig. 3. Two heart joined by a common cavernous sinuous

in conjoined twins c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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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결합쌍태는 구성체 또는 그 일부가 대칭성인 것으로

중복체(dipopagus) 기형(monster) 또는 siamese쌍태로 칭

한다. 결합쌍태는 주요결합부위에 따라 흉부결합체

(thoracopagus: 흉부), 제대결합체(omphalopagus: 복부),

둔결합체(pygopagus: 천골), 좌골결합체(ischiopagus: 골

반), 두경결합체(carniopagus: 두골), 두결합체(cephalopa-

gus: 얼굴)와 척추결합체(rachipagus: 등)등으로 분류된다

[3]. 절태술로 분리 견인한 본 증례의 태아는 대칭적으

로 2개의 개체가 붙어 있는 전형적인 흉부결합체 쌍태

송아지(dicephalus oxtapus conjoined twins)로 각각의 척

추와 골반, 정상적인 8개의 다리를 지녔다. 중복체의 발

생은 소에서 거의 10만회의 분만에 1회의 빈도로 발생

되고 있으며 양, 돼지, 개 및 고양이에서도 때때로 관찰

된다 [7]. 사람의 경우 백만명 분만 당 10.25건의 발생

을 보이며, 발생빈도는 thoracoomphalopagus(28.4%),

thoracopagus(18.5%), omphalopagus(9.9%), parasitic twins

(9.9%)와 craniopagus(6.2%)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3]. 

본 증례의 siamese 송아지 경우와 같은 흉부결합체

(thoracopagus)는 구성체가 완전에 가까운 결합쌍태로 흉

부에서 제대까지 결합되어 공동흉강과 횡격막 그리고

공통의 상부복벽을 가지며, 정상적인 숫자의 다리, 각각

의 척추와 양쪽 머리는 대면하고 있는 상태다 [4]. 또한

복강내 내부장기는 중복되거나 부분적으로 융합되어있

다. 그러나 본 증례의 siamese 송아지는 절태술을 통해

내부장기, 후지와 척추 및 골반부를 먼저 견인한 후 흉

부와 머리를 따로 견인하였기 때문에 결합쌍태 원형을

관찰하지 못하였으나 전형적인 흉부결합체이었다. 본 증

례의 Siamese 송아지는 커다란 하나의 심낭에 두개의 심

장이 싸여 있었으며, 두개의 심장은 1개의 공동을 통해

서로 접합되어 있었다. 이는 흉부결합체 90%가 공동 심

낭을 가지며, 75%의 심장이 융합돼 있다는 보고 [4]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Vanderzon 등 [8]이 보고한 parapagus

결합쌍태 송아지는 하나의 심낭내 두개의 심장이 180oC

반대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한 심장은 간과 다른

심장은 복대정맥(abdominal vena cava)과 연결되어 있었

다. 이 parapagus 송아지에서는 2개의 목이 각각의 머리

를 지탱하고 4개의 앞다리를 가졌으며, 각각의 척추가

2개의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골반과 2개

의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 기형이었다 [8]. McGirr 등 [6]

은 수정란 이식을 통해 태어난 이두이경체 일염색체성

사산송아지(derodidymic monosomic stillborn calf)는 정

상적인 두개의 머리와 각각의 목이 흉부에서 융합하여

하나의 몸체와 4개의 다리를 가졌다고 하였다. 이 송아

지는 척추는 두개였으나 흉부에서 천골까지 불완전하게

Fig. 4. A large fused liver connected with two duodenum

in conjoined twins calf.

Fig. 5. Two separated small and large intestine in conjoined

twins calf.

Fig. 6. Two normal female reproductive organs in conjoined

twins calf.



66 허태영 등

융합되었으며 1개의 식도와 간 그리고 2개의 폐와 결합

된 2개의 심장을 지녔다고 하였다. 

본 증례의 siamese 송아지는 중복된 내부장기를 가지

고 있었고 대부분의 결합쌍태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융합된 커다란 간이 본 증례에서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

이 대부분의 결합쌍태에서 발견되는 융합된 간과 횡격

막은 수정란이 공통의 transverse septum을 가졌기 때문

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8], 이러한 결과로 보아 모두 암

컷인 본 증례 siamese 쌍태는 일란성 쌍태에서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증례의 siames 송아지의 융합된

커다란 간은 각각의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절

태술을 통해 내부장기와 흉부를 따라 분리하였기 때문

에 간과 심장과의 연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Parapagus

송아지는 각각 별개의 내부장기를 보유하였으나 십이지

장 하부에서 유합되어 하부소화관과 비뇨기계는 하나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였으며 [8], 흉부결합체 50%가 소장

에서 유합되고 원위회장에서 분리된다는 보고 [4]와 본

증례의 siames 송아지에서 관찰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결 론

결합쌍태(conjoined twins)는 배영역의 이상중복에 의

한 기형으로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서 발생이 보

고되고 있는 선천성기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난

산에 걸린 젖소에서 흉부결합체 쌍태 송아지(thoraco-

pagus conjoined twins calf)를 적출하였으며, 육안해부학

적으로 관찰하였다. 

적출한 기형송아지는 2개의 머리와 분리된 목, 8개의

정상 다리를 가졌지만 흉부(thoracic region)가 융합되고

공통의 복강을 가진 흉부결합체(thoracopagus) 결합쌍태

로 두개의 머리와 각각의 척추는 정상기립상태에서 90o

바깥쪽으로 회전하여 마주보며, 각각의 척추는 꼬리까

지 연결되어 있었다. 결합쌍태는 흉골에서 매우 강하게

융합되어 있었으며 각 개체는 모두 정상 골반을 형성하

고 있었다. 흉강내에는 커다란 하나의 심낭과 2개의 분

리된 폐가 존재하였다. 심낭내에는 각각의 개체로 혈액

을 공급하는 두개의 심장이 관찰되었지만 우심실이 융

합되어 있었다. 두개의 기관지와 연결된 각각 독립된 폐

는 완전한 정상 분엽을 가졌으나 응축된 작은 모양으로

관찰되었다. 복강에는 독립된 각각의 위와 내부장기가

존재하였지만, 융합된 1개의 커다란 간이 각각의 십이

지장과 연결되어 존재하였다. 또한 별도의 비뇨기계와

생식기를 가졌으며 적출한 송아지는 모두 암컷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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