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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불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져도 일 년 이

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다[1]. 국내 불임진단자 수는 2005-2011년 동안 연 평

균 7.7% 증가하여, 여성의 경우 2011년 1년 동안 15만 1천 명, 남성은 4

만 명이 진단을 받았다[2]. 불임은 불임여성의 성적 기능, 삶의 질, 정

서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3], 불임여성 중 계속적으로 임

신을 갈망하는 여성에게서 의미 있게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이 나타

났으며[4], 불임의 진단 및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임여성이 우울

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5] 등 개

인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불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증가시켜 ‘불임’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단지 어려울 뿐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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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을 ‘난임’으로 공식적으로 표기하며, 난임으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임의 원인은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

자의 수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배아의 자궁내 착상까지 전 과정과 

관련되어 있어, 이 과정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난임이 

될 수 있다. 난임의 원인제공자는 여성 측 요인, 남성 측 요인, 부부 

양측요인, 그리고 난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임신이 되

지 않는 경우 즉,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구분한다. 201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건은 

총 31,604건이었으며 이 중 4건 중 3건(74.2%)이 원인불명의 난임으

로 진단되었다[6]. 이는 일반적으로 난임진단 후 원인불명의 난임으

로 분류하는 15-30%로 보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7,8] 매우 높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원인불명의 난임은 남성과 여성의 난임원인에 대한 

정액검사, 성교 후 검사, 난관 소통성 측정 등 표준 진단적 검사로도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 분류되는 것으로, 부부에게 명확

히 분류할 수 없는 원인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난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연령이다

[9,10].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식능력은 25세에 최고점을 이룬 후 30

대 연령층부터 감소되어 35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다[9]. 최근 우

리 사회의 만혼화 현상은 여성의 수태능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난임

의 원인이 되는 산부인과적 질환의 증가와 자연유산 가능성의 증가

와도 관련된다. 또한 장기간의 피임 사용, 스트레스 및 비만 ∙운동

부족, 환경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점차 난임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생식기능 장애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선 사

회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11]. 

난임으로 진단받은 대상에게 제공되는 여러 치료 방법 중 우선

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자궁강내 인공수정(intrauterine insemi-

nation, IUI)이며 IUI를 효율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과배란유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7,12]. IUI는 인공적으로 남성의 정자를 여성

의 생식기 내로 주입하는 치료방법으로 다른 난임 시술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덜 침습적이면서 난임 환자의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배란유도 후에 자궁

강내 인공수정술을 시행하면 배란되는 난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

써 원인 불명의 배란 장애를 교정할 수 있다는 점과 정확한 배란 시

기를 추정하여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더 많이 자궁강내에 정확하

게 도달시킬 수 있어 임신율 성공이 증가하고 있다[7,13,14].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의 도입은 유용한 치료의 선택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난임진단을 받고 임신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

간이 걸리고 고가의 시술 비용이 필요하기에 난임부부에게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 중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부부에

게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과 같은 비급여 서비스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는 고액의 시술비용이 소요되는 체외수정시술로의 쏠

림현상을 감소시키고자 체외수정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인공수

정 시술 대상까지 확대하여 시술 건당 최고 50만 원을, 1인당 3회까

지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150% 이하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저출

산 대책으로 추진하였다[15].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시술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인 난

임 진단 대상자의 특성이나 이들의 임신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국내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

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자료를 활용하여 난임원인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원인불명 난임진단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난임대상자의 

임신성공률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궁내 인공

수정 시술의 임신성공 예후인자를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원인불명 난임대상자

의 임신성공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

되었으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일반

적 특성, 난임치료 특성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원인불명 난임진단 대상자

의 임신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시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임신성공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를 2차적으로 자료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2011년 1년 동안 난임진단 부부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위해 보건

소에 접수한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의 내용 중 일부를 2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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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자궁내 인공수정 시

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로 정부의 보조생식시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법률적 혼

인관계에 있는 가구로서, 여성연령이 만 45세 미만이다.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는 난임진단 부부가 인공수정 시술지정기관에서 시술

을 받고 시술기관에서 작성한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와 진료비 영

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수집되었다. 수집된 ‘인공수정 시술확

인서’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31,684건이었고 이 중 원인불명 난임

대상자는 24,201건(전체의 77.1%)이었다. 그 외 난임원인으로는 기타 

2,967건(9.4%), 남성요인 2,907건(9.3%), 자궁내막증 952건(3.1%) 등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된 입력자료 중 원인불명 난임대

상자에 해당되는 24,201건의 자료를 기관의 허락을 받아 전체 문항 

중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등 본 연구와 

관련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시술 차수, 연령, 난임원인, 시술명, 치료

결과 등 일부 입력내용의 오류를 검토, 확인한 후 본 연구자료로 활

용하였다. 인공수정 시술 후 임신확인은 자궁강내 인공수정 후 

11-12일째 혈중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β-hCG)을 측정하여 10 

mIU/mL 이상이면 임신으로 진단하고 질식 초음파를 이용하여 임

신낭이 확인되면 임상적 임신으로 확인하여 표시된 자료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궁내 인공

수정 시술을 받은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연령, 난임치료 특성에 따

른 임신 여부의 차이를 X2-test로 분석하였으며,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 시 임신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연령 및 난임치료 특성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4세가 

12,198건으로 전체 대상 건의 5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35-39세가 8,039건(33.2%), 40-46세 2,237건

(9.3%), 25-29세가 1,634건(6.8%), 24세 이하 93건(0.4%)의 분포로 나타

났다. 남편의 연령별 분포도 비슷하게 35-39세가 10,285건으로 전체 

대상자의 46.0%로 가장 많았고, 30-35세(30.3%), 40-44세(19.0%), 45세 

이상(3.2%), 29세 이하(1.5%)의 분포를 보였다. 남편의 연령 평균은 

36.6세(SD = 4.0)로 난임 여성의 평균 34.3세(SD =3.7)에 비해 2.3년 정

도 많았다.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에 기재된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시술 

유형은 배란유도로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용한 경우가 70.6% (17,084

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제제 단독이 15.8% (3,828건), 배란유도 경구

제제 9.8% (2,377건), 자연주기 3.7% (898건) 순이었다. 제공된 시술비 

지원횟수를 살펴보면, 1회 지원을 받은 경우는 49.0% (11,857건), 2회 

지원을 받은 경우 33.2% (8,039건), 그리고 3회 지원을 받은 경우 

17.8% (4,305건)였다(Table 1).

2.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연령, 난임치료 특성에 따른 임신여부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임신성공률은 11.1%였다. 연령별 임신

성공률은 24세 이하가 15.1%로 가장 높았고, 25-29세(13.3%), 30-34세

(12.7%), 35-39세(9.9%), 40-46세(5.1%)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 =135.91, p< .001). 그러나 남편의 연령에 따른 임신

성공률은 29세 이하가 11.5%, 30-34세 11.2%, 35-39세 11.3%, 40-44세 

10.1%, 45세 이상 1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시술 유형별로 임신성공률을 살펴보

면, 배란유도로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용한 경우가 12.0%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은 주사제제 단독인 경우 10.0%, 배란유도 경구제제 

8.3%, 자연주기 7.8%의 순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X2 = 46.59, p< .00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별 임신성공률은 

1차 12.0%, 2차 10.6%, 3차 9.8%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 =17.70, p< .001) (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Unexplained Infertile Couples  (N = 24,20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Age (year)
 (34.3 ± 3.7)

≤ 24
25-29
30-34
35-39
40-46

93 (0.4)
1,634 (6.8)

12,198 (50.4)
8,039 (33.2)
2,237 (9.3)

Age of spouse (year)
 (36.6 ± 4.0)

≥ 29
30-34
35-39
40-44
≥ 45

365 (1.5)
6,769 (30.3)

10,285 (46.0)
4,239 (19.0)

708 (3.2)
Treatment type Ovulation inducing injection only

Ovulation inducing oral 
 medication only
Ovulation inducing by oral 
 medication and injection
Natural cycle

3,828 (15.8)
2,377 (9.8)

17,084 (70.6)
898 (3.7)

Number of cycles of IUI 1
2
3

11,857 (49.0)
8,039 (33.2)
4,305 (17.8)

*The total sample size may not equate to the breakdown because of 
missing data. IUI = Intra-uterine insemination. 



� 장인순·황나미·박승미214

http://dx.doi.org/10.7586/jkbns.2015.17.2.211www.bionursingjournal.or.kr

3.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임신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차분석에서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임신성공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즉 난임여성의 연령과 시술비 지원 

차수는 연속형으로, 시술유형은 범주형으로 처리하여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술유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

용한 경우와 난임여성의 연령,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가 임신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은 난임진단 여성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차비는 0.94 (95% CI: 

0.92-0.95)로 1.06배 임신성공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술유

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용한 경우의 교차비가 1.54 (95% CI: 

1.20-1.97)로 자연주기의 시술유형에 비해 임신성공이 1.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도 1차수 많을수록 

교차비는 0.86 (95% CI: 0.82-0.91)으로 임신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임신성공률을 기준으로 난임진단 

여성의 연령, 인공수정 시술방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에 따

른 임신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

다.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연령이 24세 미만인 경우 5년 후 인공

수정 시술시 임신성공률은 11.9% 감소하며, 25-29세는 5년 후 4.5% 

감소, 30-34세는 5년 후 22.0% 감소, 35-39세는 5년 후 48.5%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방법에 따라서는 자연주기방법에 비해 배

란유도 주사제를 사용하면 임신성공률이 28.2% 증가하며, 경구제 

사용시 6.4%, 주사제와 경구제를 병용한 경우 53.8%의 임신성공률 

증가를 보였다. 또한, 주사제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나, 경구제만

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용한 경우 임신성

공률이 각각 20.0%, 44.6% 증가하였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

도 1차에서 임신이 성공되지 못해 2차까지 지원을 받을 경우 임신

성공률은 11.7% 감소하며, 2차에서 3차까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임

신성공률이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regnancy Rates by Ages, Treatment Type and Frequency and Cost of IUI for Unexplained Infertile Couples    (N = 24,20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o pregnancy Pregnancy X2 p

Total   21,503 (88.9) 2,696 (11.1)     

Age (year) ≤ 24
25-29
30-34
35-39
40-46

79 (84.9)
1,416 (86.7)

10,643 (87.3)
7,243 (90.1)
2,122 (90.1)

14 (15.1)
218 (13.3)

1,554 (12.7)
796 (9.9)
114 (5.1)

135.91
  
  
  
  

< .001
  
  
  
  

Age of spouse (year) ≤ 29
30-34
35-39
40-44
≥ 45 

323 (88.5)
6,014 (88.8)
9,122 (88.7)
3,812 (89.9)

631 (89.1)

42 (11.5)
755 (11.2)

1,161 (11.3)
427 (10.1)

77 (10.9)

4.87
  
  
  
  

.301
  
  
  
  

Treatment type Ovulation inducing injection only
Ovulation inducing oral medication only
Ovulation inducing by oral medication and injection
Natural cycle

3,445 (90.0) 383 (10.0) 46.59 < .001
2,180 (91.7) 197 (8.3)     

15,037 (88.0) 2,045 (12.0)     
828 (92.2) 70 (7.8)     

Number of cycles of IUI 1
2
3

10,438 (88.0)
7,184 (89.4)
3,881 (90.2)

1,419 (12.0)
853 (10.6)
424 (9.8)

17.70
  
  

< .001
  
  

*The total sample size may not equate to the breakdown because of missing data. IUI = Intra-uterine insemination.   

Table 3. Factors Related to IUI Success Rates for Unexplained Infertile Couples     

Variables β p Odds ratio 95% CI

Treatment type: natural cycle     1.00   
Treatment type: ovulation inducing injection only 0.25 .064 1.29 0.99-1.68
Treatment type: ovulation inducing oral medication only 0.01 .962 1.01 0.76-1.34
Treatment type: ovulation inducing by oral medication and injection 0.43 .001 1.54 1.20-1.97
Woman's age -0.07 < .001 0.94 0.92-0.95
Number of cycles of IUI -0.15 < .001 0.86 0.82-0.91

IUI = Intra-uterine insemination.   



자궁내�인공수정�시술을�받은�원인불명�난임진단�여성의�임신성공�영향�요인:�배란유도�유형을�중심으로 215

http://dx.doi.org/10.7586/jkbns.2015.17.2.211www.bionursingjournal.or.kr

논 의

외국의 선행된 연구에서는 원인불명의 난임이 전체 난임 중 15-

30%로 보고하고 있는[7,8] 반면, 우리나라 201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74.2%로[6], 본 연구에서도 77.1%로 4건 중 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원인불명 난임의 비율이 높은 것

은 정부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체계가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하

여 지원을 신청하여도 가능한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난임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거나 여성의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남편의 난임에 대한 진단없이 지원대상이 된

다[15]. 남성난임이 통상 40%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9.3% 

수준으로 나타난 점에서 남편의 난임진단 검사결과 없이 원인불명

으로 진단받아서 원인불명 난임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즉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원인불명으로 진단받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Hwang 등[6]은 

남편난임 진단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남성이 난임인자가 없다는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성의 난임원인을 파악하는 복

강경 검사결과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 신청 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성난임의 

원인이 무정자증, 희소정자증 등 절대적인 난임원인으로 진단된 경

우에는 난임으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의무화할 필요 없이 

진단결과 파악 후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11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은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임신성공률은 11.1%로 나타났다. 이는 클로미펜 치료 후 인공수정

시 7.6%,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치료 후 인공수정 시 9.8%의 임신

성공률을 보고하였던 선행 연구 결과[16]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강내 인공수정 시술 후 원인에 따

른 임신율에서 원인불명인 경우가 32%로 나타났고[14], Ahn 등[13]

은 원인불명 난임인 39명 중 12명의 환자가 임신에 성공하여 30.7%

로 보고한 것도 있어 연구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은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30-34세가 전체 대상 건의 50.4%를 차지하여 가장 많

이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별 임신성공률은 24세 이하가 15.1%로 임

신성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5-29세 13.3%, 30-34세 12.7%, 

35-39세 9.9%, 40-46세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인불명 난임

진단 여성의 5년 후 인공수정 시술 시 임신성공 확률은 24세 미만

인 경우는 11.9% 감소하며, 25-29세는 4.5% 감소, 30-34세는 22.0% 감

소, 35-39세는 4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35세 이상의 경우는 

임신성공 가능성이 절반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에서도 임신성공이 난임진단 여성의 연령이 많아질수

록 교차비는 0.94 (95% CI:0.92-0.95)로 나타나, 대체로 난임여성의 연

령이 임신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

의 연령별 분포도 비슷하게 35-39세가 전체 대상자의 46.0%로 가장 

많았으나, 남편의 연령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인공수정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난임여성의 배란을 예측

하여 유도하는 행위와 적절한 처리를 한 정자를 자궁 안에 거치하

는 행위이다. 우선 정상적인 배란을 하는 여성이라면, 자연주기법, 

즉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배란 날짜에 남편의 정자를 전 처리하여 

인공수정을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배란 장애가 원인인 난임여성인 

경우, 적절한 배란유도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본적

으로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유 없이 배

Table 4. Probability of Pregnancy Success by Age, Number of Cycles and Cost of IUI for Unexplained Infertile Couples  

Characteristics
Comparison pairs Pregnancy rates(%)

Difference*
A B a b

Woman's age (year) ≤ 24
25-29
30-34
35-39

25-29
30-34
35-39
40-46

15.1
13.3
12.7

9.9

13.3
12.7

9.9
5.1

11.9
4.5
22.0
48.5

Treatment type of 
 inducing ovulation

Natural cycle
Natural cycle
Natural cycle
Ovulation inducing injection only
Ovulation inducing oral 
 medication only 

Ovulation inducing injection only
Ovulation inducing oral medication only
Ovulation inducing by oral medication and injection
Ovulation inducing by oral medication and injection
Ovulation inducing by oral medication and injection

7.8
7.8
7.8

10.0
8.3

10.0
8.3

12.0
12.0
12.0

28.2
6.4
53.8
20.0
44.6

Number of cycles of IUI 1
2

2
3

12.0
10.6

10.6
9.8

11.7
7.5

* Decrease or increase of probability of pregnancy success (%) = (a-b)/a × 100. IUI = Intra-uterine inse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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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되지 않는 대다수의 난임여성에 대해서는 난포를 적절하게 키

워 배란을 유도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배란유도법(ovulation induc-

tion)에는 경구제 약물 복용법, 주사제를 이용하는 방법, 경구제와 

주사제를 혼용하는 방법이 있다. 시술 유형별로 임신성공률은 배란

유도로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용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주사제제 단독인 경우, 배란유도 경구제제, 자연주기의 순으로 나타

난 본 연구 결과는 과배란유도와 함께 자궁강내 인공수정술을 시

행하는 것이 과배란 없이 자궁강내 인공수정 단독 시행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주기당 임신율을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하

였다[7,17,18]. 원인불명인 난임진단 여성인 경우에는 시술유형은 임

신성공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별 임신성공률은 1차 12.0%, 2차 

10.6%, 3차 9.8%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는데, 이는 인공수정 시술로 

임신이 어려운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2차, 3차 시술을 시도하여 임

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의 경우 1차에서 임신이 성공되지 못해 2차까지 지원을 받을 

경우 임신성공률이 11.7% 감소하며, 2차에서 3차까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임신성공률이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3주기 

이하의 시술에서 대부분의 임신이 이루어졌으며 난임 치료 주기당 

임신율은 치료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과와 

동일하다[19].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전에 Peter-

son 등[20]은 4주기의 배란유도제와 자궁강내 인공수정 치료를, 

Aboulghar 등[8]은 3주기 치료를 먼저 할 것을 권했다. 또한, Cohlen 

등[18]도 3-6 주기에 가장 임신율이 높다고 보고하며 자궁강내 인공

수정 시술을 6주기까지 사용할 것으로 권하고 있었다. 국내 연구에

서는 자궁강내 인공수정 시술 후 임신율을 비교한 결과 치료주기

가 1주기, 2주기, 3주기의 임신율이 각각 16.3%, 37.9%, 9.5%로 2주기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1주기인 군

에 비하여 2주기인 경우 3.37배(95% CI: 1.12-10.16), 3주기인 경우 0.59

배(95% CI: 0.11-3.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규모, 연구설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14].

Reindollar 등[16]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치료방법인 ‘3주기의 클

로미펜 치료 후 인공수정’, ‘3주기의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치료 후 

인공수정’, ‘6주기의 체외수정’보다는 ‘3주기의 클로미펜 치료 후 인

공수정’ 후 바로 ‘6주기의 체외수정’ 단계의 치료방법이 임신율이 증

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난임치료에 따른 의료비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미국의 15-44세 인구의 약 15%가 난임치료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전체 의료비의 평균 0.8%(범위: 0.36-1.03%) 

정도를 난임진단과 치료 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

런 직접적인 난임치료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난임여성은 난임

여성이 아닌 경우에 비해 4배 정도 우울이나 염려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22] 암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23] 동반되는 다른 의료비 지출도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1년 난임여성이 시술비 지원 신청을 위해 보

건소에 접수한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시

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

로 한정되어 있기에 연구 결과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술확인서에는 난임부부의 개인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

이 매우 일부만 포함되었기에 자료분석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인공

수정 시술 시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임신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

적 변수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영향 변수를 찾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그리고 대상자도 전체 난임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이 77.1%

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난임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 등 근거 자료 확보 후 지원하는 체계 구

축과 함께 그 이후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 시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난임부부의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는 3만 건 이상의 전국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에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궁내 인공수정 시술 시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

의 경우 임신성공은 임상적인 시술유형보다는 대상자의 연령, 시술 

차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인불명 난임진단 

여성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와 함께 임신 장애요인

을 가능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 변화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

소나 병원에서는 생식건강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고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한 효

율적인 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난임치료 중 인공수정을 포

함한 보조생식술은 난임환자에게 임신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식세포와 배아를 다룬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적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법률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중 일부

만 선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술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의료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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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관리 등이 요구되며, 다양한 시술행위에 대한 질적 관리 등이 

중요한 사업이기에, 인공수정 보조생식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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