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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은 모성 요인, 태아 요인, 태반 요인

에 영향을 받으며[1], 이는 신생아의 불리한 예후에 독립적인 예견 지표

우리나라 쌍태아의 임신기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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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compare the relationship between gestational age and inter twin birth weight discordance level. Methods: We used the 2007-2014 birth 
certificated data of  Statistics Korea 51,783 pairs of twins. The data of unmatched twin cases, extra-marital birth and non-hospital birth cases were 
excluded. 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was calculated as (birth weight difference between larger and smaller birth weight/birth weight of heavier twin) 
x 100.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describe the birth weight discordance ( ≥ 25%) of 
gestational age adjusted by year of birth, infantile gender, maternal age, maternal education, and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Results: The inci-
dence of inter twin birth weight discordance was 55.3 percent in discordance of ≤ 9 percent, 10.9 percent in discordance of 20-29 percent, and 4.4 per-
cent in discordance of ≥ 30 percent. The frequency of more than 25 percent discordant set demonstrated polynomial relationship to gestational age 
(Y = -82.294+6.226X-0.101X2, R2 = 0.77, p< 0.01). Overall incidence of birth weight discordance more than 25 percent was 8.3 percent. The frequency of 
discordance level ( ≥ 25%) by gestational age was 10.7 percent in extremely preterm ( ≤ 27 weeks), 14.3 percent in very preterm (28-31 weeks), 13.1 per-
cent in moderate preterm (32-33 weeks), 8.7 percent in late preterm (34-36 weeks), and 5.8 percent in full and late term ( ≥ 39 weeks). The rate of discor-
dance level of ≥ 25 percent decreased with increasing gestational age. Compared with discordance level ( ≥ 25%) of full and late term, odds ratio of dis-
cordance level ( ≥ 25%) was 2.76 (95% confidence interval; 2.05-3.70) in very preterm, 2.48 (1.86-3.31) in moderate preterm, 1.97 (1.37-2.83) in extremely 
preterm, and 1.56 (1.19-2.05) in late preterm. Conclusions: The risk of discordance level of ≥ 25 percent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very preterm and 
moderate preterm birth.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contributing factors and close attention to reduce the risk of discordance level of ≥ 25 per-
cent in gestational age from 28 to 33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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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불일치 수준이 1% 증가하면 불량한 예후에 대한 위험도가 4.2% 

증가한다[2].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18%를 초과하면 주산기이환(호흡

곤란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실주위백색연화증, 신생아괴

사성장염)의 위험도가 증가한다[3]. 불일치 수준 25% 이상에서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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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4], 태아 사망[5,6], 신생아 사망 위험도가 높고[4,7], 불일치 수준 

29% 이상은 아동기에 신체발육 상태가 불량하다[8].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은 짧은 임신기간에 큰 영향을 받으

며[9-12], 역으로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이 증가하면 조기분만 발생 빈

도가 상승한다[4,11,13]. 임신기간별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임

신 34주 미만에서는 13.7%, 34-36주 9.0%, 37주 이상은 6.5%로 보고되

었고[14], 임신 28-30주에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14-15%, 임신 

31-34주는 10.0-13.4%, 임신 35주 8.6%, 임신 40주에는 6.5%로 보고된 

바 있다[15]. 이와 같이 임신기간과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은 서로 역의 

상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쌍태아 발생률은 1981-1991년에 천 명당 10명, 2006년 23

명[16], 2011-2013년은 31명으로 출산 연령의 고령화, 보조생식술의 확

산으로 다태아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7]. 쌍태아 출생률의 증가와 함께 최근 2010-2013년 사이에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의 증가와 관련한 보고[18]는 출생체중 불일치와 관련된 

불리한 예후에 노출되는 규모도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

라의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연구는 과거에 의료기관 중심으로 소규

모 집단을 통해 쌍태아의 출생체중 차이와 주산기 예후에 관한 연구

[19,20], 쌍태아의 임신 주수별 체중 분포[21]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출생통계를 이용한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과 조기분만 

발생 위험도[18], 성별, 출생순위별 불일치 발생 수준에 대한 연구가 보

고된 바 있다[22]. 그러나 쌍태아의 임신기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과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출생통

계 원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출생신고에 의해 집계된 쌍태

아 원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세분화된 임신기간에 따른 출생체중 불

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위험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모자보

건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23]에서 2007년

(493,189건), 2008년(465,892건), 2009년(444,849건), 2010년(470,171건), 

2011년(471,265건), 2012년(484,550건), 2013년(436,455건), 2014년

(435,435건)의 원시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출생신고에 의해 집계되는 

정보는 출생아의 성, 임신기간(주 단위), 모의 학력, 모의 출산연령(만 

연령), 모의 직업, 출생 장소(의료기관, 가정, 기타), 출생 순위, 출생체중

(kg: 소수점 두 자리), 태아수(단태, 쌍태, 삼태) 등이다. 

8년간 총 3,701,806건 원시자료 중에서 쌍태아 자료를 추출하기 위

해 단태아, 삼태아 이상 및 태아 수 분류 미상을 제외하였고, 임신기간, 

출생체중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분만으로 제한하였는데, 우

리나라(2010-2011년)의 의료기관 분만율은 98%로 보고된 바 있다[24]. 

혼인 외 출생의 경우 산전관리 불량으로 인한 임신주수의 정확도, 쌍

태아 출생신고 완전성 문제 등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우리

나라(2008-2012년)의 혼인 외 출생 빈도는 2%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25].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쌍태아 자료 105,826건이 추출되었으며, 

이중 결혼 연도 미상(11건), 임신주 미상(44건), 출생체중 미상(29건), 

모의 연령 미상(2건), 출생순위 미상(1건)에 해당되면 전체 데이터를 제

외하였으며(중복 제외 포함) 최종적으로 105,747건이 집계되었다.    

쌍태아 원시통계자료 105,747건은 쌍태아 각각의 개별 자료로 출생

순위 1아(쌍태아 A)는 52,910건, 2아(쌍태아 B) 52,837건이며, 분석을 위

해서는 출생순위별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데이터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쌍태아 A 및 쌍태아 B의 데이터를 독립된 2개의 파일

로 분리하고 부모 연령(4자리), 임신주(2자리) 결혼시기(6자리), 출생지

역(2자리), 출생월(2자리)의 변수를 이용하여 통합에 필요한 16자리 기

준변수(0000-00-000000-00-00)를 2개 파일에 동일하게 생성하였다. 2

개 파일의 통합 기준변수를 올림차 순으로 정리하고 통합 기준변수를 

중심으로 쌍태아 A의 데이터 파일에 쌍태아 B 파일의 출생아 성, 출생

체중을 서로 짝을 이루도록 통합하였다. 통합된 파일에서 서로 짝을 

이루지 못하고 결측 값이 발생한 경우가 쌍태아 A는 1,054건, 쌍태아 B

는 1,127건이었으며, 이는 쌍태아 어느 한쪽이 사산이나 사망에 이르

게 되어 출생신고가 자체가 누락되어 결측 값이 발생하게 된다. 최종적

으로 서로 쌍을 이룬 통합 파일의 쌍태아 수는 51,783건(쌍)이었다. 연

도별로 쌍을 이룬 쌍태아 수는 2007년 6,473건, 2008년 6,139건, 2009년 

5,450건, 2010년 5,931건, 2011년 6,402건, 2012년 7,346건, 2013년 6,774

건, 2014년 7,268건으로 집계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임신기간과 쌍태아 출생체중의 불일치 수준과 연관성

을 분석하기 위해 임신기간(최소 21주-최대 43주)을 극조기분만(ex-

tremely preterm: 임신 27주 이하), 초기조기분만(very preterm: 28-31주), 

중도조기분만(moderate preterm: 32-33주), 후기조기분만(late preterm: 

34-36주), 초기만삭분만(early term: 37-38주)으로 구분하였고, 만삭분

만(full term: 39-40주)과 후기만삭분만(late term: 41주), 과숙분만(post 

term: 42주 이상)은 임신 39주 이상으로 통합하였다.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의 표현 방법은 쌍태아 서로간의 체중 

차이를 g 단위, 체중차이에 대한 백분율, 평균체중에 2 표준편차 이상, 

또는 90, 9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백분위수를 불일치 수준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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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6]. 본 연구에서는 쌍태아 A와 쌍태아 B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을 분석하기 위한 출생체중 불일치율(birth weight discordance rate)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출생체중 불일치율= [(쌍태아 A와 B의 출생체중 차이 절대값/쌍태아 

A, B 중 더 무거운 체중)×100]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에 따라 15% 미만은 조화불일치(con-

cordant discordant), 15-24%는 경도불일치(mildly discordant), 25% 이상

은 중증불일치(severely discordant)로 구분된 바 있다[6]. 본 연구에서

는 중증불일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빈도와 임신기

간을 24주 이하부터 41주 이상 주 단위로 세분화하여 적합한 곡선추

정(best-fit curve estimation)을 하였다. 

그리고 임신기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위험도의 

추정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위해 출

생아 성, 모의 연령, 교육수준, 부부의 연령 차이, 출생 연도와 같은 독

립 변수를 이용하였다. 종속 변수는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

을 ‘1’,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미만을 ‘0’으로 부호화하였고, 임신기

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승산비(odds ratio) 산출을 

위해 임신 39주 이상에서의 25% 이상 불일치 발생 빈도를 기준군(ref-

erence group)으로 하여 극조기분만기, 초기조기분만기, 중도조기분만

기, 후기조기분만기, 초기만삭분만기의 출생체중 불일치 발생 승산비

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추정하였다. 독립 변수로 

쌍태아의 성구조의 경우 동일성은 ‘0’, 다른 성은 ‘1’로 구분하였고, 이 

외의 변수로는 교육수준(무학= 0, 초등= 6, 중졸= 9, 고졸=12, 대학 이

상=16), 모의 연령(15, 20, 25, 30, 35, 40, 45세), 부부의 연령 차(남편 연

령-부인 연령), 출생 연도(2007-2014)를 포함하였다. 원시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쌍태아(51,783쌍)의 임신 27주 이하 극조기분만율은 1.3%, 초기조기

분만율(28-31주)은 3.8%, 중도조기분만율(32-33주)은 5.6%, 후기조기분

만율(34-36주)은 41.9%로 37주 미만 조기분만 발생률은 52.7%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win birth in Korea, 2007-2014

General characteristics % (n=51,783)

Maternal age (y)
≤24 2.6
25-29 21.5
30-34 52.3
35-39 21.6
≥40 2.0

Maternal education
≤Middle 1.4
High 27.5
College & university 71.1

Infantile gender 
Male-male 32.8
Female-female 31.7
Male-female 35.5

Gestational age (wk)
Extremely preterm (≤27) 1.3
Very preterm (28-31) 3.8
Moderate preterm (32-33) 5.6
Late preterm (34-36) 41.9
Early term (37-38) 45.4
Full & late term (≥39) 1.9

Table 2. Distribution of inter twin birth weight discordance by gestational age 

Gestational 
age (wk)

Mean birth weight1 
Mean±SD (kg)*

Inter twin birth weight 
difference* 

Birth weight discordance (%)

Twin A Twin B Heavier twin MBWD±SD2 MBWR±SD3 <10 10-19 20-29 ≥30 Total (n) 

≤27 0.87±0.21 0.86±0.22 0.92±0.23 116±145 11.8±10.9 55.3 27.5 9.3 8.0 100.0 (691)
28-31 1.42±0.29 1.39±0.30 1.50±0.28 197±197 12.8±11.9 51.6 27.1 11.8 9.5 100.0 (1.984)
32-33 1.87±0.28 1.83±0.32 1.98±0.25 259±237 12.9±11.4 50.3 29.0 12.1 8.7 100.0 (2,921)
34-36 2.41±0.33 2.34±0.36 2.51±0.30 286±249 11.2±9.4 54.7 29.2 11.1 4.9 100.0 (21,673)
37-38 2.64±0.31 2.56±0.34 2.74±0.28 293±249 10.5±8.5 56.3 30.1 10.5 3.0 100.0 (23,524)
≥39 2.76±0.37 2.68±0.38 2.86±0.33 297±261 10.2±8.6 56.4 31.3 9.1 3.2 100.0 (990)
Total 2.43±0.46 2.36±0.47 2.54±0.45 282±247 11.0±9.3 55.1 29.6 10.9 4.4 100.0 (51,783)

SD, standard deviation; MBWD, mean birth weight difference; MBWR, mean 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1Twin A (1st birth order) and twin B (2nd birth order).
2MBWD±SD (mean birth weight difference): inter twin birth weight difference (g)= heavier twin birth weight - lighter twin birth weight.
3MBWR±SD (mean 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birth weight difference/birth weight of heavier twin×100.
*p<0.01,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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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equency of ≥25% birth weight discordance by gestational age, 
the best-fit curve estimation (quadratic equation): percent discordant 
≥25%=-82.294+6.226X-0.101X2, (R2=0.77, p<0.01).

상 발생률(Y)을 도식화한 것으로 적합모형은 2차 방정식(quadratic 

equation)으로 Y= -82.294+6.226X-0.101X2, (R2 = 0.77, p< 0.01)이었다. 임

신기간별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임신 30주에 17.0% (최대치), 

임신 41주에 4.2%로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전체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

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8.3%이었으며, 임신기간별 출생체중 불

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극조기분만기(27주 이하)에서 10.7%. 초

기조기분만기(28-31주) 14.3%, 중도조기분만기(32-33주) 13.1%, 후기조

기분만기(34-36주) 8.7%, 초기만삭분만기(37-38주) 6.8%였으며, 임신 39

주 이상(만삭분만기 이상)은 5.8%로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Table 3).

임신기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승산비를 산출하

기 위해 출생 연도, 출산연령, 부부의 연령차이, 출생아의 성, 교육수준

의 변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임신 39주 이상을 기

준군으로 하였을 때 극조기분만기에서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위

험도는 1.97 (95% CI: 1.37-2.83), 초기조기분만기는 2.76 (2.05-3.70), 중도

조기분만기는 2.48 (1.86-3.31), 후기조기분만기는 1.56 (1.19-2.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0.01), 초기만삭분만기에서는 25% 이상 불

일치 발생 위험도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에서 쌍태아의 극조기분만율은 1.3%, 초기조기분만율 3.8%, 

중도조기분만율 5.6%, 후기조기분만율 41.9%로 37주 미만 조기분만 

발생률은 52.7%였다. 우리나라(2011-2013년)의 단태아 조기분만율은 

4.2%임을 감안하면[26], 쌍태아의 조기분만 발생 위험도가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쌍태아에서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은 태아발육 지연에 기여 인자로 

작용하며 출생순위 2아에서 빈번하게 영향을 주고[9], 출생순위 1아가 

2아보다 출생체중이 더 무거운 경향이 있다[27]. 본 연구에서 쌍태아 

쌍태아간 평균 출생체중 크기는 쌍태아 A가 B보다 평균 72.9 g 더 

무거웠으며, 쌍태아의 출생체중 차이(더 무거운 체중-더 가벼운 체중)

는 평균 282 g이었으며, 전체 쌍태아의 출생체중 평균 불일치율은 

11.0%이었고, 임신 27주 이하 평균 불일치율은 11.8%, 28-31주 12.8%, 

32-33주 12.9%로 높았고, 임신 39주 이상에서는 평균 불일치율 10.2%이

었다(Table 2).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9% 이하의 발생률은 55.1%, 불일

치 수준 10-19%는 29.6%, 불일치 수준 20-29%는 10.9%, 불일치 수준 

30% 이상은 4.4%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임신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쌍

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9% 이하의 발생률은 증가하였고, 그리고 

불일치 수준 20-29% 및 30% 이상의 경우 임신 28-33주 사이에 발생률

이 최고점에 달한 후 임신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Figure 1은 임신기간(X)을 주 단위로 세분하여 불일치 수준 25% 이

Table 3. Odds ratio of birth weight discordance ≥25% between gestational age levels, which were estimated with a logistic regression model1

Gestational age (wk)
Frequency of birth weight iscordance (%) Odds ratio of birth weight 

discordance ≥25%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25 ≥25

Total 91.7 8.3
Extremely preterm (≤27) 89.3 10.7 1.97 (1.37-2.83) 0.000
Very preterm (28-31) 85.7 14.3 2.76 (2.05-3.70) 0.000
Moderate preterm (32-33) 86.9 13.1 2.48 (1.86-3.31) 0.000
Late preterm (34-36) 91.3 8.7 1.56 (1.19-2.05) 0.001
Early term (37-38) 93.2 6.8 1.19 (0.91-1.56) 0.209
Full & late term (≥39)2 94.2 5.8 1.00 

1Logistic regression was adjusted by birth year (2007-2014). maternal age (15, 20, 25, 30, 35, 40, 45), Infantile gender (same sexed twin=0, opposite sexed 
twin=1), education (uneducated=0 elementary=6, middle=9, high=12, college & university=16), and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years=age of 
husband-age of wife).
2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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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출생체중 크기는 쌍태아 A가 B보다 더 무거웠으며, 쌍태아 간의 

평균 출생체중 차이(더 무거운 체중-더 가벼운 체중)는 282 g이었다. 

다태아 임신에서 출생체중 불일치는 흔한 현상이며, 불일치 수준 

15%의 발생률은 25%, 불일치 수준 35% 이상 발생률은 5% 수준인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28]. 31개 연구를 분석한 Miller et al. [1]에 의하면 불

일치 수준 20% 이상 발생률은 16%이며(최소 14%-최대 41%), 불일치 수

준 30% 이상은 5%로 보고되었다. Blickstein and Lancet [29]는 출생체

중 불일치 수준 15-25%의 발생률은 19-23% 범위이고, 25% 이상은 

4-9%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일치 수준 9% 이하의 점유율은 

55.1%, 10-19%는 29.6%, 20-29%는 10.9%, 30% 이상은 4.4%였다. 우리나

라의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관련 연구에서는 Yang et al. [19]은 불일

치 수준이 10% 미만은 54%, 10-19%는 24%, 20-29%는 14%, 30% 이상은 

8%, Kim et al. [21]은 각각 53.1%, 31.6%, 9.5%, 5.7%로 보고하였으며, 

Park and Kim [14]은 각각 55.3%, 29.5%, 10.8%, 4.4%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중증불일치[6]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 25% 이상의 발

생률은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연도별 불일치 수준은 2007년 

8.9%, 2008년 8.3%, 2009-2010년 7.8%, 2011년 8.2%, 2012년 8.5%, 2013년 

8.8%, 2014년 7.8%였으며, 2007년부터 2009-2010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3년까지는 증가하였고, 2014년에 1% 포인트 감소하였다. 중국

의 경우 평균 출생체중 불일치율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감소하

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0]. 이와 같이 

특정 시점이 아니고 장기간 관찰하였을 경우 일관성 있는 증가나 감소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 단위의 임신기간과 출생체중 불일치수준 25% 이상 

발생률의 적합 모형은 2차 방정식(quadratic equation)으로 Y =  

-82.294+6.226X-0.101X2, (R2 = 0.77, p< 0.01)으로 나타났다. Blickstein et 

al. [31]은 삼태아 이상에서 주별 임신기간과 25% 이상 불일치 발생률과

는 다항식(polynomial; 25% 이상 불일치율= -532+37X-0.6X2, R2 = 0.94)

의 적합모형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25% 이상 불일치 수준의 

발생률은 8.3%였고, 임신기간별 최대 17.0% (임신 30주)에서 최소 4.2% 

(임신 41주)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Kalish et al. [15]은 쌍태아(176,985쌍)

의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8.1%, 임신기간(28-40주)별로 최대 

15.0%, 최소 6.5%로 보고하였으며, 임신 28-30주에 발생률은 14-15%, 임

신 31-34주 10.0-13.4%, 임신 35주 8.6%, 임신 40주에 6.5%로 임신기간이 

길어지면 불일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Wen et al. [32]

은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30% 이상 발생률에서 임신 32주 미만은 

14.6%, 임신 37주 이상은 3.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극조기분만기 10.7%. 초기조기분만기 14.3%, 중도

조기분만기 13.1%, 후기조기분만기 8.7%, 초기만삭분만기는 6.6%, 임신 

39주 이상(만삭분만 및 후기만삭분만)은 5.8%로 빈도가 낮았다. 임신 

39주 이상에 비해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승산비에서 극조기분만

기는 1.97 (95% CI: 1.37-2.83), 초기조기분만기는 2.76 (2.05-3.70), 중도조

기분만기 2.48 (1.86-3.31), 후기조기분만기는 1.56 (1.19-2.05)으로 유의하

였고(p< 0.01), 초기만삭분만기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승산비

는 임신 28-33주 사이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쌍태아의 집중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

준(≥ 25%) 예측 모형의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는 고

혈압(0.368), 임신중독증(0.316), 출생순위, 의학적 합병증, 흡연, 출산연

령 순으로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출생신고에 의

해 집계되는 인구동태통계로의 한계점인 임신 합병증이나 산과력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심층적인 연구가 불가능 하였으나 8년

간 우리나라 쌍태아 전체에 대한 임신기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제반 변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원(병원통계자료, 국민건강보험통계자료)을 기초로 한 접근이 필

요하다. 그리고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의 증가 요인에 대한 심층

적인 연구와 함께 불일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7-2014년(3,701,806)의 출생통계에서 쌍태아 

원시통계 자료 중 의료기관 분만, 그리고 혼인내 출생 쌍태아 51,783건

(쌍)을 대상으로 임신기간별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을 비교 분

석하였다. 임신기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위험도의 

추정을 위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쌍태아의 37주 미만의 조기분만 발생률은 52.7%였다. 쌍태아의 

평균 출생체중 크기는 쌍태아 A가 B보다 더 무거웠으며, 쌍태아 간의 

평균 출생체중 차이(더 무거운 체중-더 가벼운 체중)는 282 g이었고, 

쌍태아의 출생체중 평균 불일치율은 11.0%였다.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9% 이하의 점유율은 55.1%, 불일치 수준 10-19%는 29.6%, 20-29%는 

10.9%, 불일치 수준 30% 이상은 4.4%였다.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률과 임신주별 분포의 적합모형은 Y = -82.294+6.226X-0.101X 2, 

(R2 = 0.77, p< 0.01)였으며, 임신기간별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임신 30주에 17.0%로 최대치, 임신 41주에 4.2%로 최저치를 나타내었

다. 전체 쌍태아의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8.3%였으며, 극조기

분만기(≤ 27주)는 10.7%. 초기조기분만기(28-31주) 14.3%, 중도조기분만

기(32-33주) 13.1%, 후기조기분만기(34-36주) 8.7%, 초기만삭분만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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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주)는 6.6%, 임신 39주 이상은 5.8%였다. 임신 39주 이상(만삭분만 이

상)에 비해 극조기분만기의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승산비는 1.97 

(95% CI: 1.37-2.83), 초기조기분만기는 2.76 (2.05-3.71), 중도조기분만기

는 2.48 (1.86-3.31), 후기조기분만기는 1.56 (1.19-2.05)으로 유의하였고

(p< 0.01), 초기만삭분만기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임신 28-33주 사이에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 승산비가 높게 나타나 이 시기에 불일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자를 보다 체계적으

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구동태통계자료,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 

통계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기초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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