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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와 자연임신한 산모에서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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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and confirm the impact of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on pregnancy outcome in women with a 
singleton conceived b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spontaneously conceived pregnancy. Methods: A sample of 
165 and 247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were retrospectively recruited from elec-
tronic medical charts of C hospital.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for maternal age, pa-
ternal age, length of marriage,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parity, spontaneous abortion experience, and preterm deliv-
ery. A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of ≥25 wa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for maternal and neonatal complication in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a higher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is as-
sociated with increased risks for adverse pregnancy outcomes for women us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o these 
women need appropriate care to compensate for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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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과체중 및 비만은 유산, 자간증, 임신성 고

혈압, 임신성 당뇨, 제왕절개, 조산 등의 임신 합병증과 거대아, 기형 

등의 신생아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Barau et al., 2006; Leung et al., 2008; Luke, 2011; McDonald, Han, 

Mulla, & Beyene, 2010; Mutsaerts et al., 2010; Stothard, Tennant, Bell, & 

Rankin, 2009; Veleva et al., 2008). 

그 동안 비만과 불임에 대한 연관성이 연구되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생식보조술을 통해 임신한 비만여성의 임신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Fedorcsak et al., 2004; Maheshwari, Stof-

berg, & Bhattacharya, 2007; Mutsaerts et al., 2010; Veleva et al., 2008).

생식보조술이란 임신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인위적으로 실험처

치하는 불임 치료 방법으로(Tepper et al., 2012), 최근 불임부부 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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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보조술을 시행하는 불임부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는 출생아의 약 1%정도가 생식보조술을 통해 태어났으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덴마크에서는 생식보조술

을 통해 태아난 출생아가 약 4%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n-

ningsen, Pinborg, Lidegaard, Vestergaard, & Andersen, 2011). 한국은 

2006년부터 정부의 불임부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이 시작되었

고, 2010년에는 그 대상층이 인공수정층까지 확대되면서 생식보조

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anyang University, 2008). 

특히 생식보조술을 받는 비만여성은 생식보조술을 받는 일반여

성보다 배란시 고용량의 성선자극호르몬을 필요로 하고, 난모세포

의 회복력도 감소되어 있으며(Fedorcsak et al., 2004) 배아이식율, 임

신율, 정상출산율도 감소되고 유산율이 높아져 있어 산과적 합병

증도 증가하고(Maheshwari et al., 2007; Mutsaerts et al., 2010; Veleva et 

al., 2008), 자연임신에 비해 조산, 산모 합병증, 쌍태아, 제왕절개 등의 

다양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Jackson, Gibdon, Wu, & 

Croughan, 2004; Reddy, Wapner, Rebar, & Tasca, 2007; Tepper et al., 

2012; Wisborg, Ingerslev, & Henriksen, 2010). 

Dokras 등(2006)은 시험관 시술을 받은 체질량 지수 40 이상의 비

만여성이 정상여성보다 제왕절개의 위험성은 2배가 높으며, 임신성 

당뇨, 자간증, 거대아 출산의 위험도 또한 높다고 하였으며, Veleva 

등(2008)도 생식보조술을 받은 비만한 여성과 저 체중 여성에서 체

질량 지수와 자연유산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Ma-

heshwari 등(2007)도 생식보조술을 받은 비만여성이 정상여성보다 

임신율이 낮고, 유산율은 높았으며, 회복된 난모세포의 수가 적었

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최근 메타분석(Metwally, Ong, Ledger, & Li, 

2008)에서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여성에서 비만은 임신 결과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생식보조술을 받은 

여성에서의 비만은 생식건강과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그 결과는 명

확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자연임신한 그룹과 생식

보조술을 받고 임신한 산모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하였거나 연구 대

상자도 대부분 미국 및 유럽 등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임신 및 출산이 민감한 개인문제로 여겨지는 문화 

배경으로 인해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에 관한 연구는 실험실 연

구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접근이 어려워 생식보조술 산모에서의 비

만이 임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임부 및 산모들의 과체중 

및 비만관리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 및 기초조사 연구로

서,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와 자연임신 한 산모의 일반적 및 산과

적 특성, 임신 결과를 비교하고,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두 그룹의 임

신 결과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와 자연임신 한 산모

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임신 결과를 비교한 후,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생 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와 자연임신 산모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임신 결과를 비교한다.

2) 생 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와 자연임신 산모에서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생식보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생식보조술이란 임신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인위적으로 실험처

치하는 불임 치료 방법으로(Tepper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자연

임신을 제외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의 불임치료의 방법을 통

해 임신한 방법을 말한다.

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질량 지수란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한 

건강지수로(WHO, 2000) 본 연구에서는 임신 전 체질량 지수를 말

한다. 

3) 임신 중 체중 증가량(Gestational Weight Gain [GWG])

본 연구에서 임신 기간 동안의 체중 증가량은 임신기간 분만직전 

체중에서 임신 직전 체중을 빼서 산출한 수치를 말한다.

4)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

본 연구에서 임신 결과는 산모측 요인과 신생아측 요인으로, 산

모측 요인으로는 조산, 산전합병증, 제왕절개유무를, 신생아측 요인

으로는 신생아 합병증, 비정상 출생체중 유무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와 자연임신한 산모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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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과적 특성, 임신 결과를 비교하고,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후향성 비교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하고 월 분만건수가 600여건, 월 생식보

조술 시술건수가 400여건인 여성전문병원인 C병원에서 진행하였

다.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원에서 분만한 산모 중 생식

보조술의 방법을 통해 임신한 여성 전수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으

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태아 산모

2) 임신 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이 없었던 건강한 산모

3) 임 신 이전 체중자료, 신장 기록 같은 연구에 필요한 의무기록이 

있는 산모

4) 태아 이상이나 기형으로 임신을 종결하지 않은 산모

생식보조술 임부의 많은 수가 다태임신을 함에도 대상자 선정에

서 단태아로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임신 중 체중 증가에 단태아와 

다태아가 연구의 편의로 작용할 수 있어(Helmerhorst, Perquin, 

Donker, & Keirse, 2004) 단태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대상

자는 165명 이었다.

또한 자연임신을 통해 임신한 단태아 산모는 2010년 1월부터 12월

까지 자연임신을 통해 분만한 단태아 산모 전수 중에서 생식보조술 

대상자와 같은 날 분만한 대상자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1.5배정도

로 짝짓기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대상자는 247명 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생식보조술로 임신하여 분만한 산

모 165명과 자연임신으로 분만한 산모 247명을 합하여 총 412명이

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G* power program 3.0을 이

용하여 구하였으며, 표본 수 추정에는 임신 전 체질량 지수와 임신 

결과에 관한 선행 연구(Chen et al., 2010)를 통해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수 이면서 가장 낮은 오즈비(OR) 값을 토대로 하였다. 오즈비

(OR) 1.6,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로 하였을 때 최소한 159명이 필요

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 165명과 자연

임신한 산모 247명으로 추정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진행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1) 윤리위원회의 승인

본 연구는 연구의 시행 전에 C병원 윤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No. CGH-IRB-2011-70).

 

2) 예비조사 

본 연구의 실행 전에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월 한 달 간

의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지를 이용한 후향적 검토를 위해 연구자

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C병원의 사용승인절차를 거쳐 간호학 교

수 1인, 불임산부인과 의사 1인, 주산기 산부인과 의사 1인, 산부인과 

간호사 2인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2011년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연구자인 두 명의 간호사가 의무기록요원으로부터 연구 대상

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원자료 상태로 받아 전자의무기록으

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인 두 명의 간호사는 산부인과 초

음파 전문 간호사로서 각 12년, 8년의 경험을 가지고 연구의 경험이 

있는 석박사과정생이다.

두 명의 간호사는 전자의무기록으로부터 일반적 사항(산모연령, 

남편연령, 직업유무, 결혼기간, 임신 전 체중, 분만직전 체중, 신장), 

산과적 사항(임신분만력, 자연유산경험, 인공유산경험, 임신중 합

병증 유무, 분만방법, 분만주수), 신생아 사항(신생아 이상여부, 신

생아 성별, 신생아 출생체중, APGAR 점수)을 자료 수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모의 연령과 남편의 연령은 분만 당시 연령으로 하였으

며, 조산은 WHO (2000) 기준에 따라 37주를 기준으로 37주 이전에 

분만한 경우를 조산으로 하였으며, 신생아의 체중은 분만당시 체중

이 2,500 g 이하인 경우와 저 체중아, 4,000 g 이상인 경우 비정상 체

중아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는 정상 체중아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임신 전 체질량지수는 WHO (2000) 정의에 따라 신장

과 임신 전 체중을 입원 또는 외래 의무 기록에서 조사하여 체중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임신 전 체중과 

키는 임부기록지 이전에 의무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참

고하였고, 없을 경우에는 8주 이전에 첫 방문 시 자가보고한 기록을 

사용하였다. 임신 전 체질량지수는 WHO 기준에 따라 자료 수집시

에는 저 체중군(< 18.5), 정상군(18.5-24.9), 과체중 및 비만군(≥  25.0)

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나, 대상자 중 저 체중군이 없어 분석시

에는 비과체중군(< 25)과 과체중군(≥  25.0)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임신기간 동안 총 체중 증가는 의무기록상 분만직전 체중에서 임신 

직전 체중을 빼서 산출하였으며, WHO와 의학협회의 기준에 따라 

임신 중 체중 증가가 11-16  kg 이내인 경우 정상범위로 분류하였다. 

산모 합병증은 임신 중에 생긴 합병증으로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

혈압, 갑상선 질환, 전치태반, 양수파막, 자궁경관 무력증 등의 유무

를 조사하였고, 신생아 합병증은 신생아 기형, 신생아 사망, 아프가 

점수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등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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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SPSS,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두 그룹간의 차이는 연속변수인 경우 t-test를 실시하였고, 명

목변수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변량 로지스틱과 다변량 로지스틱으로 분

석하였으며,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으로 표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 및 임신 결과

연구 대상자 412명 중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는 165명이었고 

자연임신 산모는 247명이었다.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산모의 연령, 남편의 연령, 결혼기간, 임신 전 체질량지수, 임신

력, 자연유산 경험, 조산이었다(Table 1).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

가 자연임신한 산모보다 35세 이상이 많았고(x2 =10.75, p=.001),이

는 남편의 연령에서도 같았다(x2 =7.68, p=.007). 결혼기간은 생식

보조술을 받은 그룹이 자연 임신한 그룹보다 3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x2 =16.87, p< .001), 임신 전 체질량 지수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이 자연임신한 그룹보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대상자 수가 많았다(x2 = 8.78, p=.004). 임신력은 생식보조술을 받

은 그룹에서는 초임부와 다임부가 비슷한 반면 자연임신한 그룹에

서는 다임부가 많았고(x2 =26.19, p< .001), 자연유산경험은 생식보

조술을 받은 그룹에서는 대부분이 없었지만, 자연임신한 그룹에

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비슷했다(x2 =22.69, p< .001). 

조산은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이 자연임신 한 그룹보다 많았다

(x2 =10.43, p=.001).

 

2. 임신 전 체질량 지수에 따른 일반적, 산과적 특성 및 임신 결과

임신 전 체질량 지수에 따른 일반적, 산과적 특성 및 임신 결과를 

Table 1. Characteristics and Pregnancy Outcomes of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ART                                                                                (N =412)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RT group
(n=165)

Natural group
(n=247)  χ2

p

n (%) n (%)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Age (yr)  < 35
≥35

 67 (40.6)
 98 (59.4)

141 (57.1)
106 (42.9)

10.75 .001

Husbands' age (yr)  < 35
≥35

 40 (24.2)
125 (75.8)

 92 (37.2)
155 (62.8)

 7.68 .007

Employment Yes
No

 66 (40.7)
 96 (59.3)

110 (44.7)
136 (55.3)

 0.63 .475
 

Length of marriage (yr)  < 3
≥3

 32 (19.4)
133 (80.6)

95 (38.5)
152 (61.5)

16.87 < .001

PBMI  < 25
≥25

132 (80.0)
 33 (20.0)

223 (90.3)
 24 (9.7)

 8.78 .004

GWG (kg) Normal range
Abnormal range

 95 (57.6)
 70 (42.4)

129 (52.2)
118 (47.8)

 1.14 .167

Parity Primipara
Multipara

 85 (51.5)
 80 (48.5)

 66 (26.7)
181 (73.3)

26.19 < .001

Spontaneous abortion 
  experience

Yes
No

 44 (26.7)
121 (73.3)

124 (50.2)
123 (49.8)

22.69 < .001

Artificial abortion
  experience

Yes
No

 34 (20.4)
131 (79.4)

 49 (19.8)
198 (80.2)

 0.04  .900

Maternal outcomes Maternal complication Yes
No

 24 (14.5)
141 (85.5)

 28 (11.3)
219 (88.7)

 0.92  .365

Preterm delivery Yes
No

 24 (14.5)
141 (85.5)

 13 (5.3)
234 (94.7)

10.43  .001

Delivery method NSVD
C/S

 78 (47.3)
 87 (52.7)

140 (56.7)
107 (43.3)

 3.51  .070

Neonatal outcomes Neonatal birth weight (g) Abnormal
Normal

 19 (11.5)
146 (88.5)

 23 (9.3)
224 (90.7)

 0.53  .508

 Neonatal complication Yes
No

 9 (5.5)
156 (94.5)

 5 (2.0)
242 (98.0)

 3.55
 

 .093
 

ART=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 PBMI=Prepregnancy body mass index; GWG=Gestational weight gain; NSVD=No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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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하여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및 비만 그룹과 25

미만의 비과체중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Table 2).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에서는 과체중 그룹이 비과체중 그룹에 

비해 임신 중 체중 증가량이 비정상범위에 드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x2 =3.88, p=.039), 산모의 임신 중 합병증도 과체중 그룹이 비과체

중 그룹보다 많이 발생하였다(x2 = 8.24, p=.010). 자연임신한 산모에

서는 과체중 그룹이 비과체중 그룹에 비해 35세 이상인 경우가 많

았으며(x2 = 4.16, p=.035), 다임부가 많았다(x2 = 6.91, p=.007).

 3.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이변량로지스틱과 연령, 임신 중 체중 증가량, 임신력, 자연유

산경험을 보정하여 다중로지스틱을 시행하였다(Table 3).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에서는 과체중 그룹이 비과체중 그룹에 

비해 산모 합병증은 약 4.7배정도 산모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였으

나(OR= 4.72, p=.004),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

Table 2. Characteristics and Pregnancy Outcomes of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ART according to PBMI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PBMI in ART group

χ2
p

PBMI in natural group

χ2
p

< 25 
 (n=132)

≥25
 (n=33)

< 25 
(n=223)

≥25
 (n=24)

n (%) n (%) n (%) n (%)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Age (yr)  < 35
≥35

 53 (40.2)
 79 (59.8)

14 (42.4)
19 (57.6)

0.06 .845 132 (59.2)
 91 (40.8)

 9 (37.5)
15 (62.5)

4.16 .035

Employment 
 

Yes
No

 77 (58.3)
 55 (41.7)

22 (66.7)
11 (33.3)

0.76 .431 122 (55.0)
100 (45.0)

14 (58.3)
10 (41.7)

0.10 .831

GWG (kg) 
 

Normal 
Abnormal

 81 (61.4)
 51 (38.6)

14 (42.4)
19 (57.6)

3.88 .039 115 (51.6)
108 (48.4)

14 (58.3)
10 (41.7)

0.40 .668

Parity 
 

Primipara*
Multipara

 69 (52.3)
 63 (47.7)

16 (48.5)
17 (51.5)

0.15 .703  65 (29.1)
158 (70.9)

 1 (1.5)
23 (95.8)

6.91 .007

Spontaneous abortion 
   experience 

Yes
No

 33 (25.0)
 99 (75.0)

11 (33.3)
22 (66.7)

0.94 .380 108 (48.4)
115 (51.6)

16 (66.7)
 8 (33.3)

2.88 .131

Artificial abortion 
   experience 

Yes
No

 25 (18.9)
107 (81.1)

  9 (27.3)
24 (72.7)

1.12 .336  41 (18.4)
182 (81.6)

 8 (33.3)
16 (66.7)

3.04 .104

Maternal outcomes Maternal complication 
 

Yes*
No

 14 (10.6)
118 (89.4)

10 (30.3)
23 (69.7)

8.24 .010  25 (11.2)
198 (88.8)

  3 (12.5)
21 (87.5)

0.04 .742

Preterm delivery 
 

Yes*
No

 20 (15.2)
112 (84.8)

4 (12.1)
29 (87.9)

0.20 .788 10 (4.5)
213 (95.5)

  3 (12.5)
21 (87.5)

2.79 .120

Delivery method 
 

NSVD
C/S

 64 (48.5)
 68 (51.5)

14 (42.4)
19 (57.6)

0.39 .564 127 (57.0)
96 (43.0)

13 (54.2)
11 (45.8)

0.07 .832

Neonatal outcomes Neonatal complication 
 

Yes*
No

 5 (3.8)
127 (96.2)

4 (12.1)
29 (87.9)

3.56 .080 4 (1.8)
219 (98.2)

  1 (4.2)
23 (95.8)

0.62 .403

Neonatal birth weight
 

Abnormal*
Normal 

 16 (12.1)
116 (87.9)

3 (9.1)
30 (90.9)

0.24
 

.768
 

19 (8.5)
204 (91.5)

  4 (16.7)
20 (83.3)

1.70
 

.255
 

ART=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 PBMI=Prepregnancy body mass index; GWG=Gestational weight gain; NSVD=No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Fisher's exact test.

Table 3. Odds Ratio for Associations between PBMI and Pregnancy Outcomes

Variable

 PBMI in ART group  PBMI in natural group 

Crude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Crude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Maternal complication 4.72 1.65-13.50 .004 4.29 1.47-12.57 .008 1.05 0.28-3.94 .945 0.95 0.24-3.80 .942

Preterm delivery 0.31 0.06-1.45 .137 0.34 0.07-1.69 .188 2.53 0.54-11.82 .238 3.53 0.64-19.45 .147

Cesarean section 1.39 0.62-3.13 .426 0.75 0.32-1.74 .499 1.01 0.43-2.42 .977 1.13 0.46-2.78 .786

Neonatal complication 4.60 0.94-22.50 .059 5.40 1.04-28.17 .045 2.46 0.25-24.28 .441 2.02 0.19-21.70 .561

Abnormal birth weight 1.70 0.37-7.89 .499 2.19 0.41-11.79 .360 0.65 0.17-2.51 .534 0.65 0.15-2.84 .568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BMI=Prepregnancy body mass index; Pregnancy BMI< 25 served as the reference group.
Adjusted for age, GWG, parity, and spontaneous abor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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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체중 그룹이 비과체중 그룹에 비해 산모 합병증은 4.3배 정도

(OR = 4.29, p=.008), 신생아 합병증은 5.4배 정도 높게 발생하였다

(OR=5.40, p=.045). 자연임신한 산모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논 의

임산부의 비만과 임신 결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은 큰 

반면, 국내의 연구는 몇 편(Koh, 1998; Koh & Park, 1997)을 제외하고

는 최근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외 연구 또한 대상자가 자연임부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생식

보조술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불임간호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

하고 있지만, 생식보조술을 받은 임부에 대한 기초연구가 없어서 이 

그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식보조술을 받

은 임부를 대상으로 비만 및 과체중과 임신 결과에 관한 실태 및 기

초자료로 제공하여 이 그룹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임부에서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본 선행 연구는 없었기에 자연임부를 대상으

로 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과 자연임신한 그룹에서 산

모연령, 남편연령, 결혼기간, 임신 전 체질량지수, 임신력, 자연유산

경험, 조산유무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Helmer-

horst 등(2004)과 Henningsen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덴마크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Henningsen 

등의 연구에서는 생식보조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가 자연임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보다 출생체중이 낮을 위험성이 1.4배, 조산의 

위험성도 1.3배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5개의 연구를 체계적 고

찰한 Helmerhorst 등의 연구에서도 자연임신에 비해 생식보조술임

신의 경우 출생체중이 낮을 위험이 1.7배, 조산의 위험성은 2배, 제

왕절개는 1.5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은 1.3배, 태아사망률은 1.7

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노르웨이인을 대상으로 한 Romund-

stad 등(2008)의 연구에서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과 자연임신 

한 그룹 간에 출생체중, 임신기간, 저 체중아의 위험성, 태아사망률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선행 연구에서 두 그룹간 차이가 나

는 이유는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상태, 교육정도 같은 다

른 혼란변수의 영향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식보조술은 받은 산모에서 임신 전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그룹과 비과체중 그룹간에 임신 중 체중 증가량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Koh (1998)의 연구 결과와 비

슷하다. Koh의 연구는 자연임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비교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산모의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클수록 임신 중 

체중 증가 정도는 작았다. 본 연구에서 혼란변수를 고려한 분석 후,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에서 임신 전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이 산모 합병증과 신생아 합병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

으로는 산모 합병증은 임신성 당뇨가 제일 많았으며, 그 외 양수파

막, 전치태반, 갑상성질환, 임신성 고혈압, 자궁경관 무력증 등이었

고, 신생아 합병증으로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과 신생아 기형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Dokras 등(200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데, 생식보

조술을 받은 과체중 여성에서 전자간증, 임신성 당뇨 등의 산모 합

병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미국의 여러 기관에서 자료 수집 한 

Weiss 등(2004)의 연구에서도 자간전증, 임신성 당뇨와 과체중과의 

유의한 상관성을 지지하였다. 한편 Catalano와 Ehrenberg (2006)의 

연구에서는 출생체중과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간의 강한 상관성을 

제시하였고, Dokras 등과 Weiss 등도 거대아와 과체중 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임신 전 체질량 지수와 신

생아 출생체중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생식보조술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기관에서 1년

간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 전수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태아만을 대상자로 하여 그 수가 적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임신 산모에서 임신 전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그룹과 

비과체중 그룹간 산모의 연령과 임신력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

한 결과는 두 그룹간 산모의 연령, 임신력, 분만주수에 차이가 있었

다는 Leung 등(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체

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이 임신 결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Chen 등(2010)도 임신성 고혈압, 자간

전증, 임신성 당뇨, 조기파막의 위험성이 과체중 및 비만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84개의 연구를 체계적 고찰

한 McDonald 등(2010)도 과체중 및 비만 그룹에서 조산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Stothard 등(2009)도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과체중 및 비만과 출생아의 기형과의 위험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 수집 병원이 출산율 전국 1위인 병원이기는 

하지만, 총 1 년내의 체질량지수 25 이상 과체중 및 비만 대상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 검정력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비만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시아인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기존 

연구 결과와의 차이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에서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는 있지만,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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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단태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

는 다태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임신초기에 유산하였거나 기형으로 

임신을 종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임신 결과에 대한 체질량지수

의 영향이 누락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자를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임신 전 체질량 지수와 

더불어 임신 중 체중 증가량이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식보조술을 받은 임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국의 산모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생식보조술을 받은 산모와 자연임신 한 산모의 일반

적, 산과적 특성 및 임신 결과를 비교하고, 임신 전 체질량 지수가 임

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간에 산모연령, 남편연령, 결혼기간, 임신 전 체질량지수, 임신

력, 자연유산경험, 조산유무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체질량 지

수 25 이상의 과체중 및 비만은 생식보조술을 받은 그룹에서 산모

의 합병증과 신생아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식보조술을 받는 불임부부에

게 차별화된 간호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는 불임

부부의 산전 및 산후간호와 과체중 및 비만임부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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