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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보조생식기술감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Monitor-

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CMART)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로 정

의한다[1]. 2017년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여성의 평균 출

산연령이 1995년에는 29.0세에서 2016년 32.4세로 높아졌으며, 여성의 

생식능력이 저하되는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 비율 역시 2012년 18.7%

에서 2017년 26%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을 시도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약 10만 명에서 2018년에 1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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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관련 요인들에는 생식기관 이상, 생식기관 질병, 호르몬 이상 

등 의학적 원인 뿐 아니라 나이와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 요인이 포함

된다[3]. 이 중 단일 요인으로서 여성 난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나이이다[4-7]. 연구에 의하면 35세 이상 여성은 자연임신의 임신

율뿐만 아니라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 보조 시술시의 임신율

도 감소하게 되며, 임신을 통한 출산율도 낮아짐이 밝혀졌다[8].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린 여성에 비하여 임신율이 대략 50% 감소

되며, 유산율이 66% 이상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다[9].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조기분만, 저체중아, 다태아 발생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0].

또한 여성의 난임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난임 여성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체외수정을 진행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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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해진 음주가 배아생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11]. 

또한 추적 연구에 의하면, 18세에 음주를 한 여성은 이후에 이루어진 

난임 진단 검사에서 난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12], 주 1회 5잔 이

내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임신율이 낮은 것

이 보고되었다[13]. 국내에서도 음주와 난임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는

데, 난임으로 진단된 여성은 가임기 동안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7%로 그렇지 않은 여성의 응답비율인 55.3%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다[14].

흡연과 여성의 난임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15]. 유전자 상 정상인 태아의 유산은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16], 난임 

시술시 흡연자는 착상률에 있어 50%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니코틴과 일산화탄소와 같은 화학물질은 난소기능의 저하를 일으키

므로 폐경을 1-4년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진다[2]. 임신에 직접적

인 영향 외에도 임신유지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출산 시 태아의 저체중

을 유발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18]. 현재 흡연 중이거나 

혹은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선 자극 호르몬에 의한 난소의 기능저하가 발견되었다[19].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역시 모두 자궁 내 태아성장속도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18]. 임신 보조 시술 시에도 흡연이 혈중 에스트라디올(estradi-

ol) 농도를 낮춰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임신율 저하와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19]. 

운동 역시 난임과 관련이 있다[20]. 적절한 운동은 생리주기와 배란

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성의 난임률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21]. 그러나 빈도, 강도, 지속시간이 긴 강렬한 운동은 난임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한 집단은 약한 강

도의 운동을 한 집단 보다 생식력 저하가 2.3배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22]. 또한 강한 강도의 운동은 생리불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21].

비만 역시 난임과 관련이 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수치가 27 kg/m2이 넘을 경우 낮은 사람에 비해 난임률이 높았다[23]. 

체내 지방세포는 에스트로겐(estrogen)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무배란 

등의 증상을 발생시켜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비

만과 다낭성난소증후군은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다낭성난소증후군

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안드로겐(androgen) 과다분비로 인해 임신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다낭성난소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의 배란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요인 중에 하나이며[25], 다낭성난

소증후군을 가진 여성이 과체중 혹은 비만에 해당된다면 난임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실제 체중 뿐 아니라, 본인의 체중에 

대한 심리적인 판단도 난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

의 체중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비만일 경우, 보통 체중의 여성보다 

난임이 될 위험이 높았다[14]. 

외상후후유증은 수술 혹은 사고의 급성 증상이 사라진 후 지속적

으로 신체 기능적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상후후

유증과 난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비

슷한 맥락으로, 신체적 장애와 여성 난임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

면, 장애의 여부는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난임센터를 

통한 임신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러나 나이, 음주, 흡연, 운동, 비만, 외상후후유증과 같은 난임 관

련 요인들이 한국 난임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이, 음주, 흡연, 운동, 비만, 외상후후유증 등과 

같은 생활 요인들이 한국 난임 여성의 출산 횟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하위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난임 관련 여러 생활 요인들을 하나의 모델에서 통합

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그동안 나이, 음주, 흡연, 운동, 비만 등 개별 요

인 각각이 난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변인들을 한 모델

에 넣어 변인 간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여성

의 나이는 난임을 가장 잘 예측하는 단일 요인으로 알려졌으나, 단일 

요인으로서가 아닌 생활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난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변인이 난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둘째, 2016년에 난임 진단을 받은 40대 이하 여성 중 건강검진을 실

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난임 여성에 대한 보다 대표성 있는 결

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기존 국내 연구에서 알아본 바가 없는 외상후후유증과 난임

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체적 장애와 난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한국인 집단에

서 외상후후유증과 난임의 관련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

서는 외상후후유증이 난임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자료 중 개인의 진료내역 

일부 및 건강검진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빅데이터 자료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개인별 식별코드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

록 자료를 가공한 후 연구목적으로 요청한 의료내역만을 공공에게 개

방한 맞춤형 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료 기록은 아래와 같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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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건강검진결과 중 담당의사가 1차 검사 결과 및 수검자의 응답내용

을 바탕으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생활습관을 평가한 내용이다. 이 항

목들에 대한 평가는 모두 0 =무, 1=유로 입력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 생활습관 개선필요 여부의 경우, 위험 음주 해당

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로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표시하였으며 의사

의 판단으로 음주 습관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1, 필요하지 않은 경우 0

으로 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흡연 생활습관 개선필요 여부는 현재 흡

연자로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표시하였으며 의사의 판단으로 흡연 습

관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1, 필요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운

동 생활습관 개선필요 여부는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량이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표시하였으며. 의사의 판단으로 운동량을 증가시

킬 필요가 있는 경우 1, 필요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비만 개

선필요 여부는 비만 및 복부비만에 해당되어 개선이 필요한지를 표시

하였다. 의사의 판단으로 비만 정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 필

요가 없는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외상후증후군 여부는 외과적 수술 

및 사고로 인해 신체적 후유증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외상후

증후군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데이터 상 2016년 난임 진단여

부, 2017년과 2018년 출산횟수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난임 및 출

산 횟수는 질병코드 N97을 통해 각각 파악하였으며, 출산의 경우 2017

년과 2018년에 걸쳐 출산 횟수의 합계를 변수로 하였다. 수검자의 나이

는 2018년을 기준으로 출생연도와의 차이를 구하여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16년에 난임(질병코드: N97)으로 진단 

받았으며 당해연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대 이하 여성 6,8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대한민국 건강보험대상자로서 2016년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들

의 2년 내 출산 횟수를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때, 여성들의 2년 내 출산 횟수를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측요인(2016년)과 설명요인(2017-2018년)의 시간차를 둠으로써 인과

관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16년에 난임으로 진단받은 40대 이

하 여성을 대상 집단으로 선별하였으며, 해당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생활습관 개선필요 여부(0, 1), 외상후후유증 유무(0, 1), 출산 횟수(0, 1, 

2)에 대한 빈도 및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후 개별 변인들이 연속변인인 출산 횟수를 예측하는 주효과 뿐 

아니라 나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 횟수를 예측하는 효과를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주효과는 한 독립변인의 각 수준들 간

의 평균차이를 말하고, 상효작용효과는 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다른 독

립변인의 각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생활

습관 개선 필요 여부는 더미(dummy) 코딩(0, 1)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

었다(IRB No.: 2019-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단기록과 

건강검진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원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저장되며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의료기록 변인 빈도 분석

2016년에 난임 진단을 받은 20대에서 40대 여성 중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한 6,809명(연령 평균±표준편차: 35.85 ± 4.40)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대상자 중, 2017년에 출산을 한 사람은 396명이었고 2018년

에 출산을 한 사람은 458명, 두 해 모두 출산을 한 사람은 27명이었다. 

건강검진 결과 담당의사로부터 음주, 흡연, 운동, 비만에 대해 개선필

요 의견을 받은 사람의 빈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Frequency statistics of variables of the study

Variables Age 20-29 (n=114) Age 30-39 (n=4,525) Age 40-49 (n=2,170) Total (n=6,809)

Excessive smoking in 2016 7 (6.1) 105 (2.3) 50 (2.3) 162 (2.4)
Lack of physical exercise in 2016 44 (38.0) 1,552 (34.3) 803 (37.0) 2,339 (35.2)
Obesity in 2016 15 (13.1) 623 (13.8) 335 (15.4) 973 (14.3)
Sequela in 2016 3 (2.6) 61 (1.3) 25 (1.2) 89 (1.3)
Number of childbirth 2017-2018 22 (19.3) 673 (14.9) 132 (6.1) 827 (12.1)

Unit: n (%).
The number represents the times of giving birth, thus 27 people are double counted as they gave birth both in the year of 2017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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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도 출산 횟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β= 0.05, p = 0.018),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2.2%로 유의하였다(R2 = 0.02, F =13.68, p< 0.001). 

외상후후유증이 없을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출산 횟수가 줄어드나, 

외상증후군이 있을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출산 횟수가 줄어드는 정

도가 상대적으로 덜하였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활 요인이 난임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2016년

에 난임 진단을 받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대 이하 국내 여성을 전

수분석 실시하였다. 건강검진 결과에 포함된 음주, 흡연, 운동, 비만, 외

상후후유증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난

임 여성의 2년 이내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나

이와 비만은 본 연구에서도 단독변인으로 2년 이내 출산을 예측하였

다. 또한, 나이와 외상후후유증 여부의 상호작용이 출산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나이와 비만에 대한 개선필요 여부가 난

임 여성의 2년 이내 출산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40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린 여성에 비해 임신율이 50% 가량 감소

되며[9], 비만 지수가 27 kg/m2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위

험도가 최고 3.1에 달한다는 기존 연구와 그 방향을 같이 한다[23]. 그

러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음주, 흡연, 운동, 외상후후유증은 통합적 

모델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는 한 개인이 여러 건강

관련 요인들에 대해 동시에 고려할 때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외상후후유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없는 사람에 비

해 나이에 따른 출산횟수 감소의 정도가 적었다는 것이다. 외상후후유

증은 외과적 수술 혹은 사고 후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체적인 불능 또는 불편함을 포함한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출산에 대한 갈망이 더 높을 수 있다는 Bloom et al. [28]의 견해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상관관계는 2개 변수가 공변

하는 범위를 표현하는 통계적 측도이다. 2016년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

람들의 2017/8년 출산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나이, 흡

연, 운동, 비만에 개선필요 여부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 횟수의 빈

도는 낮았으며(r= -0.13, p< 0.001), 흡연 개선필요와 출산 횟수의 빈도

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0.03, p= 0.004). 또한 비만 개선필요와 출산 

횟수, 그리고 운동 개선 필요와 출산 횟수도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0.03, p= 0.019; r= -0.04, p= 0.001). 

2017-2018년도 출산 횟수를 예측하는 나이와 의사 문진 결과의 

상호작용 

연구대상자의 건강검진관련 의료기록 변인들이 2017-2018년도의 출

산 횟수를 설명하는지를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나이(β=  

-0.24, p = 0.005)와 건강검진관련 의료기록 중 2016년의 비만 개선필요 

여부(β= -0.03, p = 0.040)가 2017/8년도 출산횟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

다(Table 3). 즉,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 횟수가 낮았으며, 체중이 많을

수록 출산할 확률이 낮았다. 

또한, 나이와 건강검진관련 의료기록 중 외상후후유증과 상호작용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6,809)

Variables 1 2 3 4 5 6

1. Age
2. Excessive drinking 2016 -0.069***
3. Excessive smoking 2016 -0.010 0.155***
4. Lack of physical exercise in 2016 -0.039** -0.037** 0.032**
5. Obesity 2016 0.029** 0.033** 0.044*** 0.110***
6. Sequela 2016 -0.034** -0.009 -0.001 -0.031** 0.340**
7. Number of childbirth 2017-2018 -0.131*** -0.019 -0.032** -0.036** -0.025* 0.001

*p<0.05, **p<0.01, ***p<0.001.

Table 3.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explaining the number of giving 
birth in 2017 and 2018

Predictors β t p

Excessive drinking in 2016 0.08 0.72 0.472
Excessive smoking in 2016 -0.16 -1.62 0.106
Lack of physical exercise in 2016 -0.02 -0.20 0.839
Obesity in 2016 -0.03 -2.06 0.040
Sequela in 2016 -0.01 -1.07 0.285
Age -0.24 -2.78 0.005
Age×Drinking 2016 -0.10 -0.95 0.343
Age×Smoking 2016 0.16 1.33 0.183
Age×Physical exercise 2016 -0.01 -0.09 0.930
Age×Weight obesity in 2016 0.03 1.90 0.057
Age×Sequela in 2016 0.05 2.3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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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외상후후유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출산에 대한 더 큰 갈망이 

난임 시술과 같은 적극적 행동으로 연결되어 출산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

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메커니즘을 통해 외상후후유증이 있는 여성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

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출산 관련 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는 의

의를 지닌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 감소를 겪은 다른 나라들에

서 다양한 정책적 대책을 수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9]. 그

러나 국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는 현상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난임의 위험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가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14], 난임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회

상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론적 제한점을 지닌다. 즉, 

난임 집단에 대한 표본을 수집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등으로 인해 

편향된 집단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표본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높여 국내 

저출산에 대한 현상 파악을 보다 정교하게 하여 출산 횟수를 예측하

는 요인들을 테스트해 보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Miller [30]에 의하면 변인의 시간적 순서는 

인과성을 추론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

의 건강상태와 2017-2018년의 출산의 관계를 알아보는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변인 간 시간차를 통해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실험적 조작을 통한 인과관계 파악에 중점을 둔 연구는 많

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여성 난임 및 출산에 관한 인과관

계 유추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나이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보았는데, 

변인 간 상호작용은 단일변인으로는 알 수 없는 변인 간 역동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후유증은 단독적으로는 2년 이

내 출산을 예측하지 않지만, 나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 횟수를 

예측하고 있다. 나이 변인의 경우, 단독적으로도 출산을 예측하고, 외

상후후유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출산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보여준다. 추후 난임 관련 연구에도 다양한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예측 요인 파악에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는 2016년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모집단 

전체를 분석에 사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임진

단을 받은 여성 25,723명 중 전국민 대상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6,8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중 2016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음주, 흡연, 운동, 비만, 외상

후후유증에 대한 의사 소견변인이 없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집단 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면 난임에 대한 더욱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건강검진 결과와 난임 진단 변인 외에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상후후유증의 여

부뿐만 아니라 범위, 정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난임의 원인 중 난

소요인, 나팔관 요인과 같이 의료적 요인은 음주, 흡연, 운동, 비만, 외상

후후유증과 같은 생활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출산 횟수에 상이한 결과

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함께 외상후후유

증의 범위와 정도, 의료적 원인 등의 다양한 난임 요인이 포함한다면 

난임 집단의 출산 횟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시간차를 달리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난임 시술에 대

한 의료보험금 지급이 2017년 부터였고, 2020년 연구분석시에 2019년 

자료까지 개방하였으므로, 가능한 분석 범위가 최대 2년이었으므로,  

2년 이내 출산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이

상의 장기간 추적을 통하여 출산기록과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에

서 발견한 인과관계의 유추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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