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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체외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의 개관
Overview of IVF

이 진 용

1978년 체외수정시술(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을 통한 첫 시
험관 아기의 탄생 이후 체외수정시술은 여성인자
불임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로 입증되었
고 이후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체외수정시술은
초기에 난관요인을 가진 불임증을 위해서 고안되
었으나 현재는 원인불명의 불임, 남성인자 불임,
자궁내막증, 배란유도에 실패한 난소기능부전을
가진 불임부부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1992년 Palmero 등이 최초로 난자 세포질내 정
자주입술에 의한 성공적인 임신을 보고하였고1)
이후 중증의 남성인자 불임증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체외수정시술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년간 500,000 주기의 체
외수정시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100150명의 출생아 중 1명이 체외수정시술에 의해
태어나고 있다2). 국내에서도 1985년 체외수정시
술에 의한 첫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후 불임환
자 치료를 위한 체외수정시술은 그 시술기관과
시행 건수가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료성적
도 괄목할 만큼 개선되는 등 불임증 진단과 치료
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2004년에 발
표된‘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2001년’
보고서
에 따르면 53개의 기관에서 총 14,667예의 보조
생식술을 시행하였고 고식적 체외수정시술은
7,740예(52.8%),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4,987예(34.0%)로 대부분이 신선배아를 이용하
는 것이었고 냉동보존 배아이식은 1 , 6 4 6예
(11.2%)가 시행되었다3).
보조생식술의 여러 분야 중 현재 가장 광범위하
게 쓰이고 있는 체외수정시술의 과정에 대하여 주
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을지의과대학 산부인과

체외수정시술의적응증
체외수정시술 초기에는 난관폐쇄, 난관절제, 난
관결찰 등과 같은 난관인자 불임증이 적응증으로
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적응증이 비약적으로 확대
되기에 이르렀다. 난관인자의 경우 젊은 환자이면
서 경증의 원위부 난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난관
성형술을 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증의 원위부
질환, 근위부 폐쇄가 있는 환자는 난관성형술을 시
도하지 않고 체외수정시술을 1차적인 방법으로 시
도하여야 한다. 특히 난관 소통 시술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난관성형술, 난관복원수술 후 1.5-2
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거나 다시 막힌 경우
에도 체외수정시술 시도로 빨리 임신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므로 난관수술 시행
후 2년까지는 임신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추적관찰
이 필요하다.
불임증의 원인에 따라서 체외수정시술의 성공률
에 차이가 있고 임신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다른 인
자로 불임여성의 나이, 불임 기간, 이전의 임신력
이 있다. 또한 체외수정시술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배란유도에 대한 난소의 반응성이다. 최근 난소
노화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과배란유
도에 대한 불량한 난소반응과 조기폐경과의 관련
성이 명백하여졌고 난소예비력(ovarian reserve)
을 반영하는 많은 인자들이 확인되었으며 체외수
정시술의 환자를 선정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Table 1).

체외수정시술의 과정
체외수정시술은 과배란유도를 통하여 다수의 난
포를 성숙시키고 난포로부터 수술적으로 얻어진
난자와 준비된 정자를 실험실의 시험관(di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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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체외수정시술의 적응증(Dutch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4)
난관인자

난관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
난관폐쇄가 아니면서 난관기능 부전이 있거나, 난관수술후, 2년 이상 임신에 실패한 경우
(기간은 불임여성의 나이에 의존)

원인불명의 불임

불임기간이 3년 이상(기간은 불임여성의 나이에 의존)

남성불임

총운동성 정자 <1×106
총운동성 정자 >1×106 and <10×106 : 불임기간이 2년 이상
총운동성 정자 >10×106 : 원인불명의 불임처럼 치료

자궁내막증

경증, 중등도 자궁내막증 : 원인불명의 불임처럼 치료
중증 자궁내막증 : 난관인자 불임처럼 치료

면역학적요인

불임기간이 2년 이상(기간은 불임여성의 나이에 의존)

조기난소부전증

난자공여

배란기능이상

배란유도 6 cycle 실패후

옮겨 체외에서 수정시키는 시술로 이후 수정된 난
자로부터 유도된 난할 단계의 배아들을 임신이 성
립되도록 자궁강내에 이식하게 된다.
1. 과배란유도(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배란유도(ovulation induction)’
와‘과배란유
도(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는서
로 다른 용어로서 구분하여 사용된다. 즉,‘배란유
도(ovulation induction)’
란 배란이 되지 않는 환
자에서 배란이 되도록 배란유도제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과배란유도(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란
) 배란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성
숙된 난자를 얻기 위하여 배란유도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란이 되지 않는 불임환자를 대상
으로 배란유도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성숙된 한개
의 난자가 배란이 되어 임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난포성장의 감시
과배란유도시 난포 성장의 감시는 혈중 E2 농도
측정과 골반 초음파검사 소견에 의한다5). 과배란
유도의 최종 목표는 적어도 지름 17-18mm 이상
의 우성난포 1개, 혹은 지름 14mm 이상의 난포를
3개 이상 얻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혈중 E2 농
도는 지름 14mm 이상의 난포 1개당 200pg/ml
(740pmol/L이다.
)
10mm 이하의 난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
의 E2을 분비하며 난포의 크기가 증가하고 성숙될
수록 많은 양의 E2를 분비한다. 혈중 E2농도는 난
포 크기가 최고에 도달하기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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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2-3일마다 농도가 배가된다. 자연주기
에서 혈중 농도는 황체호르몬 폭발분비(LH
surge)
가 발생하기 직전에 약 200-400pg/m에
l
서 최고점을 이룬다. 과배란유도시는 성장하는 난
포의 수와 크기에 따라 농도가 다르며 주기당 수태
율(fecundabilit은
y) 혈중 E2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다태임신과 난소과자극증후군의 발생
비율도 혈중 E2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일반
적으로 혈중 E2 최고 농도가 500-1,500pg/m일
l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며, 200pg/ml보다 낮을
때 임신율은 낮게 보고된다.
3. 난자채취
초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여 전신마취 하에 난
포를 흡인 천자하여 난자를 채취하였으나 질식초
음파가 개발된 이후 모든 환자에서 질식초음파 검
사를 이용하여 국소마취 하에 난자를 채취한다. 질
식초음파 검사 probe에 부착된 가이드를 따라서
16-17 gauge needle을 이용하여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안내선을 보면서 채취하므로 시술 자체도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질식 초음파를 이용한 난자
채취의 장점은 국소마취 하에 시술하므로 복강경
시술 및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고
입원이 필요없으며 시술 직후 귀가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질식 초음파의 해상도가 높아
서 골반강내 혈관 등 주요 구조물의 천자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골반내 유착으로 복강경시 접근이
불가능한 난포에서도 채취가 가능하다. 시술후 골
반강내, 자궁경부, 질 등의 천자부위에 출혈이 있
을 수 있으며 골반강내 농양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발생빈도는 드물다. 단 자궁내막종, 난관수종
환자에서는 난자채취후 골반농양의 발생빈도가 증

가하므로 시술전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가 추천된
다6).
4. 난자의 체외배양과 수정
a. 난자의 처리
난포의 흡인 천자후 난자를 포함하고 있는 난포
액은 D-PBS 용액 등과 같은 transfer media를
이용하여 즉시 배양실 내로 옮긴 후 해부현미경으
로 난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난자의 존재가 확
인되면 역반사현미경으로 난자의 형태를 관찰하며
난자의 성숙정도를 판정한다. 일단 얻어진 난자는
즉각 배아성장의 유지와 수정을 위해 필요한 필수
영양분과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는 배양배지에 옮
겨진다. 배양은 적절한 산도를 유지하도록 37℃,
5% CO2 환경에서 유지된다. 채취된 난자는 4-6
시간이 경과한 후 가장 좋은 수정능을 가진다. 미
성숙난자는 12-30시간 추가배양한 후 수정을 실
시한다.
b. 정자의 처리
난자채취 후 남편으로부터 수음을 통하여 정액
을 얻는다. 정자처리과정을 거쳐 3-4시간 배양하
여 수정능(capacitation
을
) 갖게한 후 수정에 이
용한다. 보조생식술시 이용되는 정자처리과정의
기본은 정액에서 정자를 조기에 분리시키는 것이
며 일반적으로 swim-up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
된다.
c. 수정 및 배양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1개당 5-10만 개의 정
자를 첨가한다. 16-18시간 후 난자 주위의 cumulus cell을 제거하고 수정여부를 판별하는데 2개의
전핵(pronulei이
) 관찰되면 정상적인 수정이 일어
난 것으로 간주한다. 일부 환자에서 수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수정률이 매우 저조한 경우가 있
으며 이는 동일환자에서도 시술주기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소한 3회 이상 반복되는 경
우에만 저수정률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리 발
견하지 못한 난자나 정자의 이상으로 인한 완전 수
정 실패가 있을지라도 채취된 난자당 대략 60%의
수정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략 24시간 후 전핵막
이 용해되고 모계 및 부계의 염색분체가 병합되어
syngamy
를 형성하고 이세포기로 첫번째 분할을
시작하고 이후 대략 24시간 간격으로 분할이 지속
된다.
수정이 일어난 난자, 즉 배아의 체외 배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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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여러 특수한 배양액이 이용된다. 배아의 적절
한 발달을 위하여 난관, 자궁내막세포를 단층 배양
하여 배아와 공배양하는 방법이 시도되어 더욱 향
상된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으나 세포를 구분하기
힘들고 복잡하여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7). 최근
에는 공배양보다는 단순 배양액에서 배아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 조성을 달리한 배양
액을 사용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8).
5. 배아의자궁내 이식
배아의 자궁내 이식, 즉 배아이식은 배아의 전핵
단계부터 포배기까지 어느 시점에서도 이식이 가
능하지만 일반적으로 4-10세포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난자 채취 후
48-80시간에 해당한다. 최근 포배기 단계에서 이
식을 시행하면 더욱 생리적인 착상조건이 형성되
어 배아의 자궁내막 착상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 그러나 단순배양액에서 초기 배아
가 포배기 배아로 진행하는 비율은 30-50%에 불
과하므로 전체 포배기 배아이식을 시도한 환자의
10%에서 이식에 필요한 포배기 배아를 얻는데 실
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포배
양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센터에서 난자 채취후
5-6일에 포배기 배아이식을 시도하고 있고 성적
도 향상되고 있다. 포배기 배아이식을 시도하는 목
적은 포배기 배아의 착상률이 높아서 적은 수의 배
아만 이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다태임신을 예방
하는데 있다.
자궁강 내로 이식되는 배아의 질은 임신 성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며 주로 배아의 형
태학적 기준, 즉 할구 수, 할구의 균등성, 세포파
편 및 granulatio의
n 존재유무 등으로 분류한다.
임신군에서 배아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사
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형태학적 기준이 배아의 발
달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식되는 배아의 수가 많을수록 임신율은 증가
하지만 이에 따라서 다태임신의 위험성이 증가한
다. 이식배아의 수를 줄이면 전체 임신율이 감소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식배아 수의 상한선은 각
시술센터의 임신성적, 배아의 동결보존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시술센터마
다 이식배아 수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으며, 영국
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배아를 3개까지만 이식하
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2개 이상의 배아이식시
다태임신은 전체 임신의 1/4정도를 차지한다. 한
편 환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율 뿐만 아니

라 다태임신율도 감소하므로 40세 이상의 고령환
자에서는 다수의 배아를 이식하여도 무방하다. 따
라서 최근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40세 이하의 여성
에서는 2개까지만 배아이식을 시행하도록 권고하
기도 한다. 2004년 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SART)와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ASRM)은
이식하는 배아의 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연령 및 예후에 따라서 35세 미만은 1-2개, 35세
에서 37세는 2-3개, 38세에서 40세는 3-4개, 40
세 이상은 5개까지만 배아를 이식하도록 권고하였
다9).
배아이식시 환자의 자세는 knee- chest
position
으로 시술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이점은
없으며 lithotomy position으로 충분하다. 또한
prostaglandi생성
n
억제제, 신경안정제, 항생제
등이 보조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아직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았다. 배아이식시 복부 초음파를 사
용하면 방광을 채움으로써 자궁전굴을 감소시켜
이식을 용이하게 하며 환자 및 의사가 배아를 포
함한 배양액이 자궁내강에 정확히 위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식과정은 통증이 없어야 하며 환자
는 이식후 곧바로 퇴원할 수 있다. 이식되고 남은
배아는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동보존 시킬
수 있다.
6. 황체기보강및 임신의 확인
자연주기에서 난소가 배란 후에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할지라도 과배란유도에서는 조기에 황체용해
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다. 체외수정시술시 황체
기 보강은 아직까지 필수적으로 생각되며 난자 채
취 후부터 시작하여 생리가 있거나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10-12주까지 프로게스테론을 질정이나
근육주사 또는 경구로 투여한다. 일주일에 두세번
간격으로 인간 융모막 성선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난소과자극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의 확인은 배아이식후 제 11-13일에 측정
한 혈중 β-hCG 농도가 10mIU/mL 이상으로 상
승을 보이며, 임신 제 5-6주에 실시한 질식초음파
검사에서 태낭 및 태아의 심장 박동이 관찰되는 경
우를 임상적 임신으로 판정한다.

체외수정시술의 미래
불임증의 치료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들에 대한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서 불임증의 치
료는 더욱 더 개별화될 것이고 비용-효과를 극대
화시키며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낮추
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비용-효과 측
면을 고려하면 원인불명의 불임인 경우 체외수정
시술보다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선호하게 되고 체
외수정시술시 배아의 배양조건을 최적화함으로써
착상률을 증진시키거나 착상전 유전진단을 하는
것은 비용-효과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치료의 개별적 접근은 체외수정시술
로 인한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다태임신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현재 적은 수의 배아를 이식하려는
경향이 뚜렷할지라도 단일배아이식으로 임신율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다태임신을 피할 수 있다면
단일배아이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0, 11).
체외수정시술은 불임증의 치료를 넘어서 착상전
유전진단과 같은 새로운 적응증이 등장하고 있다.
체외수정시술은 착상전 유전진단을 위한 간편한
방법으로 심각한 내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
전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체외수정시술
의 적응증들은 윤리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적당한 기구를 통한 엄격한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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