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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쌍태아에서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은 신생아의 불리한 예후에 독립

적인 예견 지표이다[1].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은 더 무거운 

체중에 대한 체중 차이의 백분율로 표시되며, 15% 이상에서 40% 이상

까지 판정기준치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된다[2]. 이 

외에도 체중 차의 절댓값으로 표시하거나, 통계적 기법에 근거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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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값, 또는 90-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3].

백분율에 의한 쌍태아 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에서 15% 미만은 조

화불일치(concordant discordant), 15-24%는 경도불일치(mildly discor-

dant), 25% 이상은 중증불일치(severely discordant)로 구분된다[3]. 중

증불일치는 사산[4] 및 신생아의 사망 위험도가 높고[4-6], 불일치 수

준 30% 이상은 주산기 사망 및 이환의 위험도가 높다[7]. 그리고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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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수준 95백분위수 이상에서 소아집중치료 입원 위험도가 크고[8], 

임신 28주에서 출생체중 불일치 95백분수위의 신생아 사망률은 4.17

배 높고, 임신 36주 5.33배, 임신 40주는 7.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9].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산정 기준에서 75백분위수의 불일치 수준

은 16%, 90백분위수는 23%, 95백분위수는 31%[8], 90백분위수에서 불

일치 수준은 23.9%, 95백분위수는 29.2%로 보고된 바 있다[10]. 이러한 

연구는 임신기간별로 세분화된 백분위수가 아닌 전체 쌍태아를 대상

으로 분석한 것이다.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은 임신기간에 따라 백분

위수에 해당하는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Kalish et al. [9]은 임신기간

이 짧으면 불일치 수준의 값이 증가하고, 임신기간이 길면 감소하며, 

임신 38주 이상일 때 95백분위수의 값이 불일치 수준 25%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임신기간별로 90,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과 중증불일치 수준의 상호 근접점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불일치 수준의 기준점 선정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관련 연구로는 의료기관 통계를 

이용한 주산기 예후[11-13], 임신기간별 체중 분포[14], 출생통계에 의한 

성별 불일치 수준 및 조기분만 위험[15,16], 임신기간별 쌍태아의 출생

체중 불일치 수준[17,18]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쌍태아의 임

신기간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의 다양한 산정 기준에 대한 상호 비

교와 관련한 부분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생통

계(2007-2014년)를 이용하여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을 50, 90, 

95백분위수, 평균에 2 표준편차 이상, 불일치율 25% 이상 발생 빈도 등

을 임신기간별로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산정 

기준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19]

에서 통계자료 주문형서비스 이용 프로세스를 통해 2007년(493,189

건), 2008년(465,892건), 2009년(444,849건), 2010년(470,171건), 2011년

(471,265건), 2012년(484,550건), 2013년(436,455건), 2014년(435,435건)  

출생통계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3,701,806건 중에서 단태아 

3,582,205건, 삼태아 이상 1,786건, 태아 수 미상 9,427건을 제외한 쌍태

아 108,388건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

에서 분만한 1,080건과 혼인 외 출생 1,605건은 출생체중(kg; 소수점 

두 자리)과 임신기간(주)에 대한 통계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고려

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중복 제외 포함)하였다. 쌍태아 105,826건 중 

쌍태아 통합 기준변수 생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결혼년도 미상(11

건), 임신주 미상(44건), 출생체중 미상(29건), 모의 연령 미상(2건), 출

생순위 미상(1건)을 제외(중복 제외 포함)한 결과 최종적으로 105,747

건이 집계되었다. 

105,747건은 쌍태아 각각의 개별 자료이기 때문에 출생순위 1아와  

2아가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데이터의 변환 작업을 위해 부모의 연

령(4자리), 임신주(2자리) 결혼시기(연, 월: 6자리), 출생지역(2자리), 출

생월(2자리)의 변수를 이용하여 16자리 통합 기준변수를 생성하였다. 

쌍태아 105,747건을 출생순위 1아(52,910건), 2아(52,837건) 파일로 따로 

분리한 후, 올림차순으로 정리한 통합 기준변수를 중심으로 출생순위 

1아 데이터 파일에 출생순위 2아의 출생체중을 서로 짝을 이루도록 

통합하였다. 쌍태아가 모두 출생신고를 했을 때 쌍을 이루는 조합이 

되고, 어느 한쪽이 사산 또는 출생 직후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가 누락

되는 경우 결측값이 발생하게 된다. 병원 분만통계에서는 출생 직후에 

일어나는 사산, 주산기 사망, 신생아 사망과 같은 생명 현상에 대해 집

계가 누락되는 경우가 출생신고 통계보다 드물기 때문에 결측값이 상

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통합 파일에서 출생순위 1아와 2아가 

서로 짝을 이루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51,783쌍이 집

계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 6,473쌍, 2008년 6,139쌍, 2009년 5,450

쌍, 2010년 5,931쌍, 2011년 6,402쌍, 2012년 7,346쌍, 2013년 6,774쌍, 2014

년 7,268쌍이었다. 임신기간의 범위는 최소 21주에서 최대 43주이었으

며, 출산연령은 24세 이하군이 2.6% (10대 57명 포함), 25-29세군 21.5%, 

30-34세군 52.3%, 35-39세군 21.6%, 40세 이상군은 2.0%를 차지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쌍태아의 출생체중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

여 출생체중 불일치율[(쌍태아 간 체중차이 절댓값/쌍태아 중 더 무거

운 체중) ×100]을 산출하였다. 불일치율의 도수분포 곡선에 대한 콜모

고로프 스미노프(Kolmogorov Smirnov, K-S)의 정규분포 적합도 검정

과 불일치율의 누적도수분포의 곡선추정에 의한 최적 곡선모형을 구

하였다.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을 보기 위해 50, 90, 95백분위수 해당

하는 불일치율, 불일치율 평균에 2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값, 그리

고 25% 이상 중증불일치 수준에 해당하는 발생률을 임신기간별로 구

분하여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였다. 임신기간은 극조기분만

(임신 27주 이하), 조기조기분만(28-31주), 후기조기분만(34-36주), 초기

만삭분만(37-38주)으로 구분하였고, 만삭분만(39-40주)과 후기만삭분

만(41주), 과숙분만(42주 이상)은 임신 39주 이상으로 통합하여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의 판정 기준치로 활용되

는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과 중증불일치 기준(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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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근접하는 백분위수를 임신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였

다. 출생통계 원시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4% 이하인 경우 발생률은 30.9%, 

5-9%는 24.2%, 10-14% 17.8%, 15-19% 11.8%, 불일치 수준 20% 이상의 발

생률은 15.3%이었다. 더 무거운 쌍태아의 평균 체중은 2.535 kg, 가벼운 

쌍태아는 2.253 kg이었으며, 체중 차이는 평균 0.282 kg이었다(Table 1). 

출생체중 불일치율의 분포(1% 간격)의 경우 콜모고로프 스미노프

(K-S)의 적합도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하지 않고, 지수모형(R2 = 0.94, 

p< 0.01)에 적합하였고(Figure 1), 출생체중 불일치율의 누적 분포에서

는 삼차모형(R2 = 0.99, p< 0.01)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Table 2는 임신기간별로 평균 불일치율, 중증불일치(25% 이상) 발생

률, 50, 90,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25%에 해당되는 백분위수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불일치율은 11.0% ±

9.3%이었으며, 평균 불일치율에 2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값은 28.6%이

었고, 임신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불일치율은 감소하였다. 출생체

중 중증불일치 수준 발생률은 8.3%이었으며, 임신기간별 중증불일치 

발생률은 임신기간이 짧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임신 39주 이상에서는 

발생률은 5.8%로 가장 낮았다. 전체 쌍태아에서 50백분위수의 불일치 

수준은 8.8%, 9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은 23.4%, 95백분위

수는 29.1%이었다. 임신기간이 짧아질수록 90 및 95백분위수에 해당

하는 불일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임신 39주 이

상 만삭분만에서 90백분위수는 21.6%, 95백분위수는 26.6%, 27주 이하 

극조기분만에서는 각각 26.2%, 36.9%로 불일치 수준이 증가하였다. 임

신 37주 이상 만삭분만 및 과숙분만에서는 95백분위수와 중증불일치 

기준(25% 이상)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임신기간별로 중

증불일치 기준에 대응하는 백분위수는 임신 28-31주는 86백분위수, 

임신 34-36주는 91백분위수, 임신 37-38주는 93백분위수, 임신 39주 이

상에서는 94백분위수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 더 무거운 쌍태아의 평균 체중은 2.535 kg, 가벼운 쌍태

Table 1. Percent distribution of twin 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1 Percent (n=51,783)

<5 30.9
   5-9 24.2
10-14 17.8
15-19 11.8
20-24 7.1
25-29 3.8
30-34 2.1
35-39 1.1
40-44 0.6
≥45 0.6
Total 100.0

1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 =(birth weigh of heavier twin-birth 
weigh of lighter twin)/birth weight of heavier twin×100. 
Mean birth weigh of heavier twin (2.535±0.445 kg).
Mean birth weigh of lighter twin (2.253±0.440 kg).
Mean difference of inter twin birth weight (0.282±0.247 kg).

Figure 1. Distribution of birth weight discordance rate of inter twin; the 
best-fit curve estimation (exponential equation; In[Y]=In[4,435.28]-0.087X, 
R2=0.9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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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umulative frequencies by birth weight discordance level of inter 
twin; the best-fit curve estimation (cubic equation; Y=7.910+6.500X-
0.152X2+0.001X3, R2=0.9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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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출생체중 10분위수와 증증불일치 발생률은 서로 음의 대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22].

Lanni et al. [10]은 쌍태아 출생체중 불일치율에서 50백분위수에 해

당하는 불일치 수준은 9.2%, 90백분위수는 23.9%, 95백분위수는 

29.2%이며, 90,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율은 경도불일치 또는 

중증불일치의 판정기준치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Redman 

et al. [8]은 75백분위수의 불일치 수준은 16%, 90백분위수는 23%, 95백

분위수는 3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9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

일치 수준은 23.4%이었으며, 95백분위수에서는 29.1%이었으며, 임신기

간이 짧을수록 90 및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이 증가하는데, 임신 

28-31주에서 90백분위수는 29.1%, 95백분위수는 37.0%이었으며, 임신 

39주 이상에서 90백분위수는 21.6%, 95백분위수는 26.6%이었다. Ka-

lish et al. [9]은 임신 28주에서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은 

40%이었고, 임신 38주 이상에서는 95백분위수는 25%에 근접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Erkkola et al. [23]은 짧은 임신기간에서는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은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백분위수를 산정 기준치로 유

병률이나 사망률 분석 시에는 매우 높은 임계치를 선정할 우려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alish et al. [9]은 중증불일치 기준에 부합하는 

95백분위수는 임신기간이 36-40주에 해당되며 발생률은 5.5-6.5% 수

준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신기간별 중증불일치 기준에 부합하는 백분위수는 

임신 28-31주는 86백분위수, 임신 34-36주는 91백분위수, 임신 37-38주

는 93백분위수, 임신 39주 이상에서는 94백분위수로 나타났다. 중증 

불일치 수준(25% 이상)의 산정기준을 백분위수로 적용할 경우에는 임

신기간 37주 이상에서는 95백분위수가 비교적 근접한 기준이 되고, 임

신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기준점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백분위수

아는 2.253 kg이었으며, 평균 불일치율은 11.0% ± 9.3%이었다. 출생체중 

불일치율의 분포는 콜모고로프 스미노프의 적합도 검정에서 정규분

포를 하지 않고(K-S, p < 0.001), 지수모형(In[Y] = In[4,435.28]-0.087X, 

R2 = 0.941)에 적합하였으며, 불일치율의 누적 분포는 삼차모형(Y=7.910+ 

6.500X-0.152X2+0.001X3, R2 = 0.99)에 적합하였다. Redman et al. [8]은 

173쌍의 쌍태아에서 출생체중 불일치율의 분포는 정규분포(K-S, 

p = 0.139)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Lanni et al. [10]은 849쌍의 

출생체중 불일치율의 분포에서 불일치 값을 제곱근으로 변형할 경우 

정규분포(K-S, p = 0.35)에 근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Blickstein and 

Kalish [3]는 출생체중 불일치율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기 때

문에 분포곡선의 중앙점과 평균(표준편차)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다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 불일치율

이 50백분위수보다 약 2.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일

치율의 분포가 지수모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체중

에 대한 체중차의 백분율 개념인 불일치율을 근거로 한 판정기준치에

서 등급 I은 15-24% 범위로 발생률은 19-23% 수준이며, 등급 II는 25% 

이상으로 발생률은 4-9%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불일치 수준 25% 이상(중증불일치) 발생률은 8.3%였으며, 임신기간별 

중증불일치 발생률은 임신 28-31주에 14.3%로 높고, 임신 39주 이상에

서는 5.8%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출생통계(2010-2013년)에 의한 임

신기간별 중증 불일치율은 임신 33주 이하 13.7%, 34-39주 9.0%, 37주 

이상은 6.5%로 보고된 바 있고[17], 2007-2014년 출생통계에서 임신 39

주 이상에 비해 임신 27주 이하는 증증 불일치 위험도(odd ratio)는 

1.97, 임신 28-31주는 2.76, 32-33주는 2.48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8]. Blickstein et al. [20]은 쌍태아 출생체중 합의 10분위수에서  

1분위수의 중증불일치 발생률은 22.6%, 10분위수에서는 4.8%로 보고

Table 2. Mean discordance rate, frequency of ≥25% discordance rate, and values of 50th, 90th and 95th percentile for twin birth weight discordance by 
gestational age

Gestational 
age (wk)1 n

Mean discordance 
rate (%)

Frequency of discordance 
rate (%)

Percentile values of discordance rate (%) Percentile corresponded 
to the ≥25%  
discordance Mean±SD3 (2SD)2 <25 ≥25 50th 90th 95th

≤27 691 11.7±10.9 (33.5) 89.3 10.7 8.9 26.2 36.9 89th
28-31 1,984 12.8±11.9 (36.4) 85.7 14.3 9.5 29.1 37.0 86th
32-33 2,921 12.9±11.4 (35.7) 86.9 13.1 9.9 28.6 37.0 87th
34-36 21,673 11.2± 9.5 (30.2) 91.3 8.7 8.9 23.9 29.8 91th
37-38 23,524 10.5± 8.5 (27.5) 93.2 6.8 8.5 22.1 26.9 93th
≥39  990 10.2± 8.6 (27.4) 94.2 5.8 8.3 21.6 26.6 94th
Total 51,783 11.0± 9.3 (28.6) 97.1 8.3 8.8 23.4 29.1 92th

SD, standard deviation.
1Extremely preterm (≤27), very preterm (28-31), moderate preterm (32-33), late preterm (34-36), early term (37-38), and full & late term (≥39). 
2Discordance rate of two SD above the mean.
3ANOVA,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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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일치 수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

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값을 판정기준치

로 이용하는 데는 불일치율의 분포의 형태가 지수분포를 하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쌍태아의 평균 출생체중과 표

준편차를 이용한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분석은 통계적 기법에 의한 

불일치 기준을 설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

는 쌍태아의 평균 체중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

다[2].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연구대상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평균 불일치율, 중증불일치 발생률, 백분위수

와 같은 정보를 추론하는 것은 대규모의 자료원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반면에 병원중심으로 한 통계자료는 지역사회에서 얻을 수 없

는 실제적 임상적 정보와 결과에 대한 정보가 획득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출생통계에서 얻어지는 인구학적 변수의 제한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임신기간별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일치율의 분포

와 불일치 수준 측정 도구(백분위수, 평균 불일치율, 25% 이상 중증불

일치 발생률)에 따른 제반 특성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자료는 통계청의 2007-2014년까지 총 3,701,806건의 출생자료

에서 쌍태아 51,783쌍을 대상으로 임신기간별로 출생체중 불일치 수준

을 백분위수, 평균 불일치율, 중증불일치 발생 빈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더 무거운 쌍태아의 평균 체중은 2.535 kg, 가벼운 쌍태아는 2.253 kg

이었으며, 전체 쌍태아의 평균 불일치율은 11.0% ± 9.3%이었다. 출생체

중 불일치율의 분포는 지수모형(R2 = 0.94)에 적합하였고, 불일치율의 

누적 분포는 삼차모형(R2 = 0.99)에 적합하였다. 쌍태아의 출생체중 불

일치 수준 4% 이하 발생률은 30.9%, 5-9%는 24.2%, 10-14%는 17.8%, 15-

19%는 11.8%, 불일치 수준 20% 이상은 15.3%이었다. 쌍태아의 출생체

중 불일치 수준 25% 이상(중증불일치) 발생률 8.3%였으며, 임신기간별 

불일치 수준 25% 이상 발생률은 임신 27주 이하에서 10.7%, 28-31주 

14.3%, 32-33주 13.1%, 34-36주 8.7%, 37-38주 6.8%이었으며, 임신 39주 

이상은 5.8%로 발생률이 낮았다. 

전체 쌍태아의 50백분위수의 불일치 수준은 8.8%이었고, 90백분위

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은 23.4%이었으며, 95백분위수는 29.1%이

었다. 임신기간이 짧아질수록 90 및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불일치 

수준의 값이 증가하였으며, 임신 39주 이상 만삭분만에서 90백분위수

는 21.6%, 95백분위수는 26.6%, 임신 27주 이하에서는 각각 26.2%, 

36.9%로 불일치 수준이 증가하였다. 임신 37주 이상에서 95백분위수

와 25% 이상 중중불일치 기준과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임

신기간별 중증불일치 기준에 부합하는 백분위수는 임신 28-31주는 

86백분위수, 임신 34-36주는 91백분위수, 임신 37-38주는 93백분위수, 

임신 39주 이상에서는 94백분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태아 출생체

중 불일치 산정에서 백분위수를 적용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른 중중 

불일치율의 변동 부분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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