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2년 시술 결과 입력

1. 시술 정보 대상 :

2. 입력 기간 : 

2. 자료 입력시 주의 사항

주의 사항

3. contact us

4. 출력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시고, 90%로 화면 배율을 조정하시면 보기 편합니다.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시술 자료

2015년 7월 27일~2015년 8월 24일

1. '입력 초기화'란 모든 입력 내용이 초기화 되는 기능입니다.

2. '최종 제출'이란, 최종 입력자가 최종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전체 문서 출력 방법은 인쇄 - 인쇄 설정 -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두가지가 틀리면 전체를 재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디 신중히 입력하시길!!!

Supplement 2. A revised Korean-language online survey form used in 2012



1. 총시술건수 정의

주의 사항!!!

2. 총시술건수에 제외 대상

3. text

4. 입력 내용 Table 1

건(a)

건(b)

5. 건의 사항

3. TET (thawing ET)도 따로 구분해야 입력하게 됩니다.

4. OPU까지 가지 못한 경우를 조사하는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체외수정 시술 총수를 말합니다.

2. 난자채취일을 기준으로 시술 건수를 잡아주십시오.

3. 국가지원 시술건수 + 환자자비 시술건수

2. Natural IVF : 아무런 경구/주사제 투여 없이 이루어지는 natural cycle IVF는 분리 보고해야 합니다.

1. PGD/PGS : 총시술건에서 제외됩니다.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4번째, 5번째 section에 분리 보고해야 합니다.

OPU 까지 가지 못한 경우'는 OPU 시술을 하지 못하고 사이클을 취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OPU 총수'엔 난자 채취 성공뿐만 아니라, empty follicle를 포함한 모든 난자 채취 실패 건수가 포함됩니다.

위 두 변수 사이에 약 길게는 30일, 짧게는 14일 정도의 mismatching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1)

2012년 시행한 체외수정 시술건은 총 (          )(a)건입니다.

4. 난자 공여(OD)로 배아를 생성한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OPU 총수

항목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포 자극 약물 투여를 시작했으나, OPU까지 가지 못한 경우

(PGD/PGS, natural IVF, TET, OD, IVM (약물투여 유무 무관)는 제외됨)

5. 약물 투여 여부랑 무관하게,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24시간 이상 성숙시킨 IVM 주기는 분리 보고해야 합니다.

2012년 난포 자극 약물을 투여했으나, 난자 채취까지 못한 경우는 (            )(b)건입니다.



1. 난자 채취 정보 (OPU)

2. OPU 시술로 난자 채취에 성공한 경우와 난자 채취에 실패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인원 주기 난자 개수

명(a) 주기(d) 개(g)

명(b) 주기(e)

-             명(c) -          주기(f)

주의 사항!!! 총 주기수 (f) -          

5. 건의 사항

가능한 통계

1. OPU 시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1. A 환자가 3번 IVF를 시도한 경우, 환자는 1명, 주기는 3번입니다.

난자 채취 성공

난자 채취 실패

2012년 난자 채취 시도

2012년 총 (       )(a)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       )(d)주기에서 (        )(g)개의 난자를 채취하였습니다.

총수

2. 난자 채취 실패율

2012년 총 (       )(c)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      )(f)주기에서 난자 채취를 시도(try)하였습니다.

2012년 총 (       )(b)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      )(e)주기에서는 난자를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1. 주기당 평균 채취 난자수

1)

는 1.A. 총 시술 건수 와 동일해야 합니다!!!!



1. 배아 생성 정보

2. 입력시 주의 사항

인원 시술 주기 난자 개수 배아

1 명 (a) 1 주기 (b) 10 개 (c)

2PN 성공 1 주기(d) 5 개 (e) 5 개 (f)

2PN 실패 1 개 (g)

난자 폐기 4 개 (h)

난자 냉동 0 개 (i)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인원 시술 주기 난자 개수 배아

명 (a) 주기 (b) 개 (c)

2PN 성공 주기(d) 개 (e) 개 (f)

2PN 실패 개 (g)

난자 폐기 개 (h)

난자 냉동 개 (i)

주의 사항!!! -          

(e >= f)

5. 건의 사항

가능한 통계 수정률 

(c) = (e + g + h + i)

1)

는 1.B. 난자 채취 개수 와 동일합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2012년 총 (         )(a)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     )(b)주기에서 총 (     )(c)개의 난자를 채취하였습니다.

총 (     )(d) 주기에서 (     )(e)개의 난자를 대상으로 배아 생성을 시도 총 (     )(f)개의 배아 생성에 성공하였습니다.

(     )(g)개의 난자에서 배아 생성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     )(h)개의 난자는 배아 생성을 시도하지 않고 폐기하였습니다.

(     )(i)개의 난자는 배아 생성을 시도하지 않고 냉동하였습니다.

2012년 채취되어 이용된 난자 개수는 

2012년 배아 생성 시도(X) 

1. 배아 생성 성공이란, 난자와 정자를 수정토록 하여 접합자 (2PN) 형성에 성공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2012년 채취된 난자 갯수와 연관된 정보 

2012년 배아 생성 시도 (0)

예) 1명의 난임 여성의 1개의 주기에서

2012년 배아 생성 시도(X) 

채취 난자 10개(GV = 1개, MI = 3개, MII = 6개)인 경우, 배아 생성 시도를 MII (6개)만을 대상으로 하고 5개의 2PN이 만들어진 경우. 

2012년 배아 생성 시도 (0)

1. 1개의 난자에서 1개의 2PN이 생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2012년 채취된 난자 갯수와 연관된 정보 

나머지는 4개는 배아 생성 시도 없이 폐기 



1. 배아 생성 정보(fertili)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주기 수정 성공 난자 배아

주기 (a) 개수 (b) 개수 (c)

주기 (d) 개수 (e) 개수 (f)

주기 (g) 개수 (h) 개수 (i)

주기 (j)

ICSI 이용 개수 (k) 개수 (l)

cIVF 이용 개수 (m) 개수 (n)

주의 사항!!! 2012년 2PN 성공 주기는 -           

(a) = (d) + (g) + (j) -           

(b) = (e) + (h) + (k) + (m) -           

(c) = (f) + (i) +(l) + (n)

5. 건의 사항

가능한 통계 수정 방식 비율

개별 수정 방식당 수정률   

half ICSI란 해당 주기(1 cycle)에 채취된 난자 일부는 고식적 IVF, 나머지는 ICSI를 이용하여 배아 생성을 시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아 생성에 성공한 경우만 입력, 실패한 경우는 입력 대  
 

2012년 2PN 성공 

1. 1개의 난자에서 1개의 배아가 생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주기(cycle)과 개수(No)는 분리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cIVF로만 2PN 생성 (only cIVF)

ICSI로만 2PN 생성 (only ICSI)

half ICSI로 2PN 생성 (ICSI +cIVF)

1)

저희 클리닉에서는 2012년 총 (     )(a) 주기 총 (     )(b)개의 난자를 대상으로 총 (     )(c)개의 배아를 생성하였습니다.

나머지 (     )(j) 주기에서 half-ICSI를 이용하습니다. 

1.C. 배아 생성 정보 수치에 입력한 수치 2PN 성공 주기

2PN 성공 난자 개수

2PN 성공 배아 개수

와 같아야 합니다.

총 (      )(d)주기 총 (     )(e)개의 난자에서는 cIVF만을 이용하여 총 (     )(f)개의 배아를 생성하였습니다.

총 (      )(g)주기 총 (     )(h)개의 난자에서는 ICSI만을 이용하여 총 (     )(i)개의 배아를 생성하였습니다.

(     )(k)개 난자는 ICSI로 (     )(l)개 배아를 생성, (     )(m)개 난자는 cIVF로 (     )(n)개 배아를 생성하였습니다. 



1. fresh ET 정보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주기 배아

2012년 배아 배양 시도 주기 (a) 개수 (b)

주기 (c) 개수 (d)

주기 (e) 개수 (f)

주기 (g) 개수 (h)

주기 (i) 개수 (j)

주의 사항!!! (a) = (c) + (e) + (g) + (i)

(b) = (d) + (f) + (h) + (j)

5. 건의 사항

가능한 통계 ET 성공율

난자 채취와 배아 생성에 성공한 후 배아 배양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fresh ET 성공이란, 2PN을 지나, 2/3/4/5 day ET까지 성공한 경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총 (     )(a)주기 총 (     )(b)개의 배아 배양을 시도하였습니다.

배아 배양 후 fresh ET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총 (     )(c)주기 총 (     )(d)개의 배아입니다.

배아 배양 후 배아를 모두 냉동한 주기 (freeze all)는 총 (     )(e)주기 총 (     )(f)개의 배아입니다.

 (주의 !!! Thawing ET입니다. fresh ET 아닙니다!!!)

이미 freezing된 embryo를 thawing한 후 최근에 만들어진 fresh Embryo와 섞어서 ET 경우 (TET입니다)

배아 배양 중 배아를 모두 폐기한 주기 (discard all)는 총 (     )(g)주기 총 (     )(h)개의 배아입니다.

배아 일부분은 폐기, 일부분은 냉동한 주기 (discard & freeze)는 총 (     )(i)주기 총 (     )(j)개의 배아입니다.

1) 

fresh ET 후 남아 있는 잉여 배아 (surplus embryo)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fresh ET 성공

생성 배아 모두 냉동

생성 배아 모두 폐기

생성 배아 부분 냉동, 부분 폐기



1. 신선 배아 이식 정보 fertilization method에 따른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주기 배아

주기 (a) 개수 (b)

주기 (c) 개수 (d)

주기 (e) 개수 (f)

주기 (g) 개수 (h)

주의 사항!!! fresh ET 성공 -          

(a) = (c) + (e) + (g) -          

(b) = (d) + (f) + (h)

5. 건의 사항

가능한 통계 주기당 평균 이식 배아수

all cIVF 비율

fresh ET 배아 개수

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중 cIVF로만 배아를 생성한 후, fresh ET한 경우는 총 (     )(c)주기, 총 (     )(d)개의 배아입니다.

이 중 ICSI로만 배아를 생성한 후, fresh ET한 경우는 총 (     )(e)주기, 총 (     )(f)개의 배아입니다.

이 중 half ICSI로 배아를 생성한 후, fresh ET한 경우는 총 (     )(g)주기, 총 (     )(h)개의 배아입니다.

cIVF로 생성된 배아 ET

ICSI로 생성된 배아 ET

half-ICSI로 생성된 배아 ET

은 2.A 신선배아 이식 일반 내용 fresh ET 주기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배아 생성 후 fresh ET까지 이루어진 주기는 총 (     )(a)주기, 총 (     )(b)개의 배아입니다.

1. half-ICSI 시행한 경우, 생성된 배아를 수정 방법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배아 이식땐 mixing하여 이식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2년 fresh ET 성공



1. 잉여 배아 정보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주기 배아

주기 (a)

주기 (b) 개수 (c)

주의 사항!!! 2012년 fresh ET 성공 주기 -          

(a >= b) 

5. 건의 사항

가능한 통계 잉여 배아 생성 비율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fresh ET에 성공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신선 배아 이식 후 잉여 배아가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 fresh ET 성공

fresh ET 후 잉여 배아있는 주기

잉여 배아를 동결했는지 유무랑 무관합니다.

2.B 신선 배아 이식 세부 와 동일해야 합니다.

fresh ET 후 잉여 배아가 발생한 경우는, 총 (     )(b)주기 총 (     )(c)개의 배아였습니다.



1. 신선 배아 이식 개수 cIVF로 생성된 배아가 자궁내 이식된 경우, 이식 배아수에 따라 구별하여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cIVF)

2. 입력시 주의 사항 fresh embryo + thawing Embyo를 mixing하여 ET를 한 경우, fresh ET 주기입니다. (not thawing ET)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주기 (b)

주기 (c)

주기 (d)

주기 (e)

주기 (f)

주기 (g)

주의 사항!!! 2012년 cIVF를 이용한 배아를 fresh ET한 주기

2.B에서 입력한 cIVF fresh ET 주기는 -          입니다.

(a) = (b + c + d + e + f + g)

5. 건의 사항

2.B 신선 배아 이식 세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1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2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c)주기입니다.

3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d)주기입니다.

4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e)주기입니다.

5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f)주기입니다.

6개 이상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g)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시행한 fresh ET 주기 중, 이식 배아가 모두 cIVF로 수정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5개 배아 이식

6개 이상 배아 이식

만약 이식된 배아에 ICSI 생성 배아가 하나라도 있다면 ICSI fresh ET에 기재해야 합니다.

2012년 cIVF를 이용한 배아를 fresh ET한 주기

1개 배아 이식

2개 배아 이식

3개 배아 이식

4개 배아 이식



1. 신선 배아 이식 개수 ICSI로 생성된 배아가 자궁내 이식된 경우, 이식 배아수에 따라 구별하여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ICSI)

2. 입력시 주의 사항 fresh embryo + thawing Embyo를 mixing하여 ET를 한 경우, fresh ET 주기입니다. (not thawing ET)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주기 (b)

주기 (c)

주기 (d)

주기 (e)

주기 (f)

주기 (g)

주의 사항!!! 2012년 ICSI를 이용한 배아를 fresh ET한 주기

2.B에서 입력한 ICSI fresh ET 주기는 -          입니다.

(a) = (b + c + d + e + f + g)

5. 건의 사항

2개 배아 이식

3개 배아 이식

4개 배아 이식

5개 배아 이식

6개 이상 배아 이식

2.B 신선 배아 이식 세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2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c)주기입니다.

만약 이식된 배아에 ICSI 생성 배아가 하나라도 있다면 ICSI fresh ET에 기재해야 합니다.

2012년 ICSI를 이용한 배아를 fresh ET한 주기

1개 배아 이식

1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시행한 fresh ET 주기 중, 이식 배아가 모두 ICSI를 이용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3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d)주기입니다.

4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e)주기입니다.

5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f)주기입니다.

6개 이상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g)주기입니다.



1. 신선 배아 이식 개수 half-ICSI로 생성된 배아가 자궁내 이식된 경우, 이식 배아수에 따라 구별하여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half-ICSI)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문구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주기 (b)

주기 (c)

주기 (d)

주기 (e)

주기 (f)

주기 (g)

주의 사항!!! 2012년 half-ICSI를 이용한 배아를 fresh ET한 주기

2.B에서 입력한 half-ICSI fresh ET 주기는 -          입니다.

(a) = (b + c + d + e + f + g)

5. 건의 사항

2개 배아 이식

3개 배아 이식

4개 배아 이식

5개 배아 이식

6개 이상 배아 이식

2.B 신선 배아 이식 세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2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c)주기입니다.

2012년 half-ICSI를 이용한 배아를 fresh ET한 주기

1개 배아 이식

1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시행한 fresh ET 주기 중, 이식된 배아가 half-ICSI를 이용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3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d)주기입니다.

4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e)주기입니다.

5개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f)주기입니다.

6개 이상의 배아가 이식된 주기는 총 (     )(g)주기입니다.



1. 신선주기 이식배아 개수별

2. 입력시 주의 사항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3. 입력 내용

1개(가) (나) 2개(다) 3개(라) 4개(마) 5개(바) 6개(사) 7개 이상(아) 총수(자)

(non-elective) (elective)

-          

-          

-          

-          

-          

-          

-          

-          

-          

-          

주의 사항!!!

-               

4. 건의 사항

신선 배아 이식 총수는 2.B에서 입력한 주기는 2.B sheet에서 입력한 fresh ET 총주기 와 같아야 합니다.

(1 = 2+ 3+4)

지속 임신 (2)

자궁외 임신

유산된 경우 (3)

추적 실패/불가 (4)

다태 임신이어도, 임상적 임신은 1개임

2개 태낭

4개 이상 태낭

3개 태낭

(자 = 가+나+다+라+마+바+사+아)

2. 1개의 배아만 생성되어 어쩔수 없이 single ET를 한 경우는 non-elective건임.

3. 2014년 ICMART에서 새로이 추가시킨 항목임

ectopic pregnancy인 경우, 임상적 임신이 아닙니다.

복합 임신 (ectopic + IUP)으로 진단된 경우는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임상적 임신'으로 기입합니다.

1개의 임신낭 확인 그러나 유산 여부 확인 불가능 f/u loss인 경우, 임상적 임신 (1+), 추적 실패 (1+)

주기수

임상적 임신건 (1)

태낭

1개 태낭

신선 배아 주기 이식 배아수에 따른 임신 건수

elective single ET란 (선별 단일 배아 이식)

1. 여러 개의 배아가 생성되었으나, 의도적으로 1개의 배아만 이식한 경우

No of ET에 따른 임신율을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20주 이전 fetal loss는 유산입니다. 

20주 이후 fetal loss는 사산! 사산은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임상적 임신에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분 유산된 경우라도 surviving fetus가 있다면 임상적 임신으로 기재하십시요. 

임상적 임신이란, 초음파에서 자궁내 태낭을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적 실패/불가란 태낭을 확인했으나 20주까지의 임신결과(유산 또는 지속 임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즉 태낭을 확인했으나 20주까지의 지속 임신을 확인하지 못했을다면, 임상적 임신 (1+) & 추적 관찰 실패 (1+)

3개의 임신낭 확인 그러나 2개 유산되고 1개 임신 유지인 경우, 임상적 임신 (1+), 3개 태낭 (1+), 지속 임신 (1+) 

추적 기간은 통상 20주로 보나, 개별 클리닉에 따라 임의적(최소 fetal heart beat (+)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산된 경우라면 '유산된 경우'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예

2개의 임신낭 확인 그러나 2개 모두 유산된 경우, 임상적 임신(1+), 유산된 경우 (1+), 2개의 태낭 (1+)



1. 신선배아 이식후

(cIVF)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건 (b)

건 (c)

건 (d)

건 (e) (가)

단태아 건 (나)

쌍태아 건 (다)

삼태아 건 (라)

사태아 이상 건 (마)

주의 사항!!! 2012년 cIVF ET 주기 -             와 동일해야 합니다.

(b = c + d +e)

5. 건의 사항

이중 쌍태아 분만은 (     )(다)건입니다.

이중 삼태아 분만은 (     )(라)건입니다.

cIVF fresh ET 주기를 통해 확인된 임상적 임신과 분만수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쌍둥이 분만은 2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삼태아 분만은 3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cIVF ET로 확인된 임신이 유산된 경우 총 (     )(c)건입니다.

cIVF ET로 확인된 임신이 추적실패/불가한 경우는 총 (     )(d)건입니다.

cIVF ET로 확인된 임신이 분만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      )(e,가)건입니다.

(가= 나 + 다 + 라 + 마)

추적 실패/불가란 자궁내 임신을 확인했으나 분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확인된 임상적 임신

확인된 유산

추적 실패/불가

확인된 분만

2.B 신선 배아 이식 세부

2012년 cIVF ET 주기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cIVF로 생성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cIVF로 생성된 배아로 확인된 임상적 임신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이중 사태아 이상 분만은 (     )(마)건입니다.

이중 단태아 분만은 (     )(나)건입니다.



1. 신선배아 이식후

(ICSI)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건 (b)

건 (c)

건 (d)

건 (e) (가)

단태아 건 (나)

쌍태아 건 (다)

삼태아 건 (라)

사태아 이상 건 (마)

주의 사항!!! 2012년 ICSI ET 주기 -             

(b = c + d +e)

5. 건의 사항

쌍둥이 분만은 2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삼태아 분만은 3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ICSI ET로 확인된 임신이 분만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      )(e,가)건입니다.

이중 단태아 분만은 (     )(나)건입니다.

선생님의 클리닉에서 2012년 ICSI로 생성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ICSI ET로 확인된 임상적 임신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ICSI ET로 확인된 임신이 유산된 경우 총 (     )(c)건입니다.

ICSI ET로 확인된 임신이 추적실패/불가한 경우는 총 (     )(d)건입니다.

(가= 나 + 다 + 라 + 마)

ICSI fresh ET 주기를 통해 확인된 임상적 임신과 분만수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 ICSI ET 주기

확인된 임신

확인된 임상적 유산

추적 실패/불가

확인된 분만

추적 실패/불가란 자궁내 임신을 확인했으나 분만 결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B 신선 배아 이식 세부 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중 쌍태아 분만은 (     )(다)건입니다.

이중 삼태아 분만은 (     )(라)건입니다.

이중 사태아 이상 분만은 (     )(마)건입니다.



1. 신선배아 이식후

(half ICSI)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건 (b)

건 (c)

건 (d)

건 (e) (가)

단태아 건 (나)

쌍태아 건 (다)

삼태아 건 (라)

사태아 이상 건 (마)

주의 사항!!! 2012년 half ICSI fresh ET 주기 -             

(b = c + d +e)

5. 건의 사항

half-ICSI fresh ET 주기를 통해 확인된 임상적 임신과 분만수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 half ICSI fresh ET 주기

확인된 임상적 임신

확인된 유산

추적 실패/불가

확인된 분만

추적 실패/불가란 자궁내 임신을 확인했으나 분만 결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중 삼태아 분만은 (     )(라)건입니다.

이중 사태아 이상 분만은 (     )(마)건입니다.

half-ICSI ET로 확인된 임신이 추적실패/불가한 경우는 총 (     )(d)건입니다.

half-ICSI ET로 확인된 임신이 분만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      )(e,가)건입니다.

이중 단태아 분만은 (     )(나)건입니다.

이중 쌍태아 분만은 (     )(다)건입니다.

쌍둥이 분만은 2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삼태아 분만은 3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half-ICSI ET로 확인된 임상적 임신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half-ICSI ET로 확인된 임신이 유산된 경우 총 (     )(c)건입니다.

(가= 나 + 다 + 라 + 마)

선생님의 클리닉에서 2012년 half ICSI로 생성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2.B 신선 배아 이식 세부 와 동일해야 합니다.



1. 해동 배아 이식

(thawing ET)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배아 임상적 임신 개수

주기 (a) 개 (b) 건 (c)

주기 (d) 개 (e) 건 (f)

주기 (g) 개 (h) 건 (i)

주의 사항!!!

(a=d+g)

(b=e+h)

(c=f+i)

5. 건의 사항

ICSI 생성 냉동 배아 해동 이식

2012년 해동 배아 이식

배아가 생성된 수정 방법을 기준으로 이식 배아 성격을 구분합니다.

어떤 배아를 이식했는지 모르거나, 고식적 배아와 ICSI 배아를 모두 한꺼번에 이식한 경우 ICSI 이식으로 한다.

half ICSI로 배아 생성을 했으나, 이식된 배아가 cIVF로 생성된 배아인 경우 cIVF 이식  

oocyte freezing/thawing 후 embryo 생성: TET!

(PGD, PGS, OD, 이관된 배아 제외)

고식적 IVF로 생성된 냉동 배아를 해동이식한 주기는 총 (     )(d)주기, 총 (     )(e)개의 배아였으며, 임상적 임신은 (   )(f)건이었습니다. 

2012년뿐만 아니라, 2012년 이전에 이미 냉동되어 보관된 배아를 2012년 해동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2012년 해동이식한 주기가 (     )(a)주기, 총 (     )(b)개의 배아였으며, 임상적 임신은 (   )(c)건이었습니다.

ICSI로 생성된 냉동 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한 주기는 총 (     )(g)주기, 총 (     )(h)개의 배아이었으며, 임상적 임신은 (   )(i)건이었습니다.

이미 freezing된 embryo를 thawing한 후 fresh Embryo와 섞어서 ET 경우 : TET!

2012년 (부분 또는 모두) 동결하여 당해 다시 해동하여 사용된 경우를 여기에 기재합니다.

cIVF 생성 냉동 배아 해동 이식



1. 해동배아 이식개수별

2. 입력시 주의 사항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3. 입력 내용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상 총수

-          

-          

-          

-          

-          

-          

-          

-          

-          

-          

주의 사항!!!

-          

-          와 동일해야 합니다.

4. 건의 사항

1개의 임신낭 확인 그러나 유산 여부 확인 불가능 f/u loss인 경우, 임상적 임신 (1+), 추적 실패 (1+)

20주 이후 fetal loss는 사산! 사산은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임상적 임신에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동 배아 주기 이식 배아수에 따른 임신 건수

주기수

임상적 임신 (1)

태낭

No of ET에 따른 임신율을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ectopic pregnancy인 경우, 임상적 임신이 아닙니다.

복합 임신 (ectopic + IUP)으로 진단된 경우는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임상적 임신'으로 기입합니다.

부분 유산된 경우라도 surviving fetus가 있다면 임상적 임신으로 기재하십시요. 

즉 태낭을 확인했으나 20주까지의 지속 임신을 확인하지 못했을다면, 임상적 임신 (1+) & 추적 관찰 실패 (1+)

임상적 임신이란, 초음파에서 자궁내 태낭을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적 기간은 통상 20주로 보나, 개별 클리닉에 따라 임의적(최소 fetal heart beat (+)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추적 실패/불가란 태낭을 확인했으나 20주까지의 임신결과(유산 또는 지속 임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적 실패/불가 (4)

모두 유산된 경우라면 '유산된 경우'로 계산해야 합니다.

(1 = 2+ 3+ 4)

참고할 만한 예

3개의 임신낭 확인 그러나 2개 유산되고 1개 임신 유지, 임상적 임신 (1+), 3개 태낭(1+), 지속 임신 (1+)

3개 태낭

지속 임신 (2)

유산된 경우 (3)

자궁외 임신

 

4개 태낭 이상

1개 태낭

2개 태낭

20주 이전 fetal loss는 유산입니다. 
다태 임신이어도, 임상적 임신은 1개임

해동 배아 이식 주기 총수는 3.1. 해동 배아 이식 주기 와 동일해야 합니다.

임상적 임신 총수는 3.1 해동 배아 이식 주기 임신수



1. 해동 배아 이식후

(thawing ET)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건 (b)

건 (c)

건 (d)

건 (e) (가)

단태아 건 (나)

쌍태아 건 (다)

삼태아 건 (라)

사태아 이상 건 (마)

주의 사항!!! 2012년 thawing ET 주기 -              

(b = c + d +e)

5. 건의 사항

3.1. 해동 배아 이식 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중 사태아 이상 분만은 (    )(마)건입니다.

thawing ET로 확인된 임신이 추적실패/불가한 경우는 총 (     )(d)건입니다.

thawing ET로 확인된 임신이 분만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      )(e,가)건입니다.

이중 단태아 분만은 (     )(나)건입니다.

이중 쌍태아 분만은 (     )(다)건입니다.

이중 삼태아 분만은 (     )(라)건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thawing ET를 이식한 주기는 총 (     )(a)주기입니다.

(가= 나 + 다 + 라 + 마)

thawing ET 주기를 통해 확인된 임상적 임신과 분만수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 thawing ET 주기

확인된 임신

확인된 유산

추적 실패/불가

확인된 분만

쌍둥이 분만은 2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삼태아 분만은 3명을 출산했으나 분만 건수는 1건입니다.

추적 실패/불가란 자궁내 임신을 확인했으나 분만 결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thawing ET로 확인된 임신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thawing ET로 확인된 임신이 유산된 경우 총 (     )(c)건입니다.



1. 냉동 보관된 배아 총수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배아

개 (a)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2012년 채취 냉동한 배아를 대상으로 한게 아닌,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저희 클리닉에서 보관중인 배아는 총 (     )(a)개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냉동보관된 배아 총수란

언제 채취하여 냉동하든 상관없이, 선생님의 클리닉에서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냉동 보관된

배아 총수를 말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냉동보관된 배아 총수



2. 입력시 주의 사항 여성의 나이는 OPU 날짜 기준입니다.

3. 입력 내용

여성 나이 난자 채취(A) 이식 주기(B) 임신수 분만수

29세 이하

30~34

35~39

40세 이상

총 수 -                 -               -                -                

여성 나이 난자 채취(A) 이식 주기(B) 임신수 분만수

29세 이하

30~34

35~39

40세 이상

총 수 -                 -               -                -                

여성 나이 난자 채취(A) 이식 주기(B) 임신수 분만수

29세 이하

30~34

35~39

40세 이상

총 수 -                 -               -                -                

fresh ET 총 -                 -               -                -                

주의 사항!!!

-                입니다.

이식주기 임신수 분만수

-               -                -                

4. Text

5. 건의 사항

2f1, 2f2, 2f3에 따르면

fresh ET 총

ICSI

분만이 추정되는 건이 아닌, '분만을 확인된 경우'만 입력하세요.

1. fresh ET by female age and fertilization method

1976년생이 2012년 OPU를 받았다면, 해당 여성의 나이는 36세입니다.

여성 나이와 수정 방식에 따른 fresh ET 결과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고식적 IVF

fresh ET를 시행했던 경우 OPU 건수는 2012년 OPU 케이스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더 작아야 합니다. (total OPU >= fresh ET OPU) 

참고로 2012년 total OPU 케이스

half-ICSI

fresh ET를 시행한 이식주기, 임신수, 분만수 총수는

2f1, 2f2, 2f3에서 입력된 수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난자 채취(A)는 이식 주기(B)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A>= B*1.5)



2. 입력시 주의 사항 여성의 나이는 OPU 날짜 기준입니다.

3. 입력 내용

여성 나이 이식 주기 임신수 분만수

29세 이하

30~34

35~39

40세 이상

총 수 -                 -               -                

여성 나이 이식 주기 임신수 분만수

29세 이하

30~34

35~39

40세 이상

총 수 -                 -               -                

thawing ET 총 -                 -               -                

주의 사항!!!

3.1, 3.3에 따르면 이식주기 임신수 분만수

thawing ET 총 -                 -               -                

4. Text

5. 건의 사항

ICSI로 생성된 냉동 배아의 thawing ET

위에 자동연산된 수치는 아래 3.1/3.3 sheet에 입력한 수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1. thawing ET by female age and fertilization method

여성 나이에 따른 thawing ET 결과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1976년생이 2012년 OPU를 받았다면, 해당 여성의 나이는 36세입니다.

분만이 추정되는 건이 아닌, '분만을 확인된 경우'만 입력하세요.

cIVF로 생성된 냉동 배아의 thawing ET



1. 난자 냉동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a)

주기(b)

주기(c)(가)

의학적 이유 주기(나)

사회적 이유 주기(다)

주의 사항!!! (a = b + c)

(가 = 나 + 다)

5. 건의 사항

의학적 이유란 암/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난자를 냉동한 경우입니다.

사회적 이유란 의학외적 이유 모두를 말합니다.

난자 냉동 시술이 일어난 주기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난자 냉동 시행

시술 도중 우연한 난자 냉동

의도적으로 시행한 난자 냉동

우연한 난자 냉동이란 수정 당시 정자 부족이나 다른 외부 요인으로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난자 냉동 주기에서 해동 후 수정, 이식, 임신률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난자 냉동 주기를 한 경우는 총 (     )(c,가)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난자 냉동을 시행한 총 주기는 (    )(a) 주기입니다.

시술 도중 우연히 일어난 난자 냉동 주기는 총 (    )(b)주기입니다.

의학적 이유로 난자 냉동을 한 경우는 (     )(나)주기입니다.

사회적 이유로 난자 냉동을 한 경우는 (     )(다)주기입니다.



1. 체외 성숙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No

주기 (a)

개 (b)

개 (c)

개 (d)

주기 (e)

주기 (f)

건 (g)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체외 성숙률

확인된 분만건

체외 성숙 대상이 된 난자는 총 (     )(b)개입니다.

(FSH/hCG priming 유무랑 상관없이) 초기 난포기에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여 최소 1일 이상

체외 성숙에 성공한 난자

체외 성숙에 성공한 난자는 총 (     )(c)개입니다.

체외 성숙을 시행한 난자 채취 주기

체외 성숙 대상이 된 난자

체외 수정 성공 배아

수정 배아 이식 주기

확인된 임상적 임신

체외 성숙(IVM)이라 함은

난자 체외 성숙 후 수정에 성공한 배아는 총 (     )(d)개 입니다.

난자 체외 성숙 후 수정에 성공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총 (     )(e)주기입니다.

난자를 체외에서 성숙 시킨 경우를 말한다.

IVM oocyte를 대상으로 ICSI를 수행한 경우엔 체외 성숙 성공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 입력

IVM oocytge를 대상으로 cIVF를 한 경우 수정을 시도한 전체 난자 갯수를 입력

수정에 성공한 배아를 이식하여 임상적 임신에 도달한 주기는 총 (     )(f)주기입니다.

임상적 임신을 확인한 후 분만까지 확인한 경우는 총 (     )(g)건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체외 성숙을 시도하기 위해 난자를 채취한 주기는 총 (      )(a) 주기입니다.



1. 정자 채취 방법 인위적 정자 채취 후 체외 수정 시술을 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2. 입력시 주의 사항 진단 PESA와 TESE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3. Text

4. 입력 내용 PESA TESE

시행 횟수 건 (a) 건 (g)

배아 생성 후 배아 이식 주기 (b) 주기 (h)

확인된 임상적 임신 주기 (c) 주기 (i)

유산된 주기 주기 (d) 주기 (j)

추적 실패/불가 건 (e) 건 (k)

확인된 분만 건 (f) 건 (l)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추적 실패/불가란 자궁내 임신을 확인했으나 분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TESE 채취 정자로 임신 확인 후 분만까지 확인한 경우는 (     )(l)건입니다.

2012년 PESA를 이용하여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에 이용한 주기는 (    )(a)건입니다.

PESA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하여 생성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     )(b)주기입니다.

PESA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한 배아 이식으로 임상적 임신에 도달한 주기는 (     )(c) 주기입니다.

PESA 채취 정자를 이용한 배아로 임신에 도달했으나, 유산된 경우는 (     )(d) 주기입니다.

PESA 채취 정자로 임신을 확인했으나 추적 실패/불가한 경우는 (     )(e)건입니다.

PESA 채취 정자로 임신 확인 후 분만까지 확인한 경우는 (    )(f)건입니다.

TESE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하여 생성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    )(h)주기입니다.

TESE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한 배아 이식으로 임상적 임신에 도달한 주기는 (     )(i) 주기입니다.

TESE 채취 정자를 이용한 배아로 임신에 도달했으나, 유산된 경우는 (     )(j) 주기입니다.

TESE 채취 정자로 임신을 확인했으나 추적 실패/불가한 경우는 (     )(k)건입니다.

2012년 TESE를 이용하여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에 이용한 주기는 (     )(g)건입니다.



1. PGD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개수

주기 (a)

개 (b)

개 (c)

개 (d)

개 (e)

주기 (f)

개 (g)

주기 (h)

주기 (i)

주기 (j)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PGD 이식 후 임신 확인 후 추적 불가/실패

PGD 이식 후 확인된 분만 건수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PGD를 시행한 배아는 (     )(b)개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시술한 PGD 배아 이식 주기에서 분만/까지 도달한 경우는 (     )(i)주기입니다.

생성된 배아를 대상으로 특정 유전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PGD를 시행한 경우 이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판독 불가란, PCR 증폭이 안되거나 약한 반응으로 결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중 검사 이상 소견이 나온 배아는 (     )(c)개입니다.

이중 검사 정상 소견이 나온 배아는 (     )(d)개입니다.

이중 판독 불가 소견이 나온 배아는 (     )(e)개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PGD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     )(f)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이식한 PGD 배아 갯수는 (     )(g)개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시술한 PGD 배아 이식 주기에서 임상적 임신까지 도달한 경우는 (     )(h)주기입니다.

PGD 배아 이식 주기에서 임신 확인 후 분만 여부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는 (     )(i)주기입니다.

추후 fresh ET after PGD, thawing ET after PGD를 구분하겠습니다.

PGD 수행 배아 이식 주기

PGD 후 이식된 배아 총수

PGD 이식 후 확인된 임상적 임신

이상 소견이 나온 배아 수

정상 소견이 나온 배아 수

판독 불가가 나온 배아 수

PGD 수행한 난자 채취 주기

PGD 수행 배아수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PGD를 시행한 난자 채취 주기는 (     )(a) 주기입니다.



1. PGS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개수

주기 (a)

개 (b)

개 (c)

개 (d)

개 (e)

주기 (f)

개 (g)

주기 (h)

주기 (i)

주기 (j)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생성된 배아를 대상으로 정상 배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PGS를 시행한 경우 이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냉동 배아를 PGS를 한 경우도 여기에 입력하십시요.

정상 소견이 나온 배아 수

판독 불가가 나온 배아 수

PGS 수행 배아 이식 주기

PGS 수행한 난자 채취 주기

PGS 수행 배아수

추후 fresh ET after PGS, thawing ET after PGS를 구분하겠습니다.

이중 판독 불가 소견이 나온 배아는 (     )(e)개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PGS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     )(f)주기입니다.

PGS 후 이식된 배아 총수

PGS 이식 후 확인된 임상적 임신

PGS 이식 후 임신 확인 후 추적 불가/실패

PGS 이식 후 확인된 분만 건수

이상 소견이 나온 배아 수

이중 검사 이상 소견이 나온 배아는 (     )(c)개입니다.

타병원에서 이관된 배아를 PGS한 경우도, 여기에 입력하십시요.

PGS 배아 이식 주기에서 임신 확인 후 분만 여부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는 (     )(j)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PGS를 시행한 난자 채취 주기는 (     )(a) 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PGS를 시행한 배아는 (     )(b)개입니다.

이중 검사 정상 소견이 나온 배아는 (     )(d)개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이식한 PGS 배아는 (     )(g)개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시술한 PGS 배아 이식 주기에서 임상적 임신까지 도달한 경우는 (     )(h)주기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시술한 PGS 배아 이식 주기에서 분만/까지 도달한 경우는 (     )(i)주기입니다.



1. 자연 주기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a)

개 (b)

개 (c)

주기 (d)

주기 (e)

건 (f)

건 (f)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확인된 분만건

임상적 임신 확인 후 분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     )(g)건입니다.

자연주기라 함은

자연 주기로 난자를 채취한 주기

채취된 난자

수정 성공 배아

수정에 성공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     )(d) 주기입니다.

수정에 성공한 배아를 이식하여 임상적 임신에 도달한 주기는 (     )(e) 주기입니다.

임상적 임신을 확인한 후 분만까지 확인한 경우는 (     )(f) 건입니다.

통상적인 난소 자극 없이 난자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 임신에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정 배아 이식 주기

확인된 임상적 임신

임신 확인 후 추적 불가/실패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자연주기로 난자를 채취한 주기는 (     )(a) 주기입니다.

자연 주기로 채취된 난자는 (     )(b)개입니다.

자연 주기 난자 채취 후 수정에 성공한 배아는 (     )(c)개 입니다.

주기 개수



1. 난자 기증 기증 난자를 이용한 배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개

주기 (a) 개 (b)

개 (c)

주기 (d)

주기 (e)

주기 (f)

주기 (g)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난자 기증이 이루어진 주기는 총 (     )(a) 주기, (     )(b)개의 난자입니다.

기증된 난자로 생성된 배아는 총 (     )(c)개 입니다.

기증된 난자로 배아를 이식한 주기는 총 (     )(d)주기입니다.

기증된 난자로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여 임상적 임신까지 도달한 주기는 총 (     )(e)주기입니다.

임상적 임신 확인 후 분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     )(g)건입니다.

임신 확인 후 추적 실패/불가

난자 기증이 이루어진 주기

난자 기증으로 생성된 배아

난자 기증 생성 배아가 이식된 주기

난자 기증 생성 배아로 확인된 임신

난자 기증 생성 배아로 확인된 분만

기증된 난자로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여 분만까지 도달한 주기는 총 (     )(f)주기입니다.



1. 합병증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주기

주기 (a)

건 (b)

건 (c)

건 (d)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감염

사망

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     )(b)건입니다.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     )(c)건입니다.

감염이란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이거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입니다.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자 채취

 출혈

사망이 발생한 경우는 (     )(d)건입니다.

2012년 난소과자극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     )(a)주기입니다.

OHSS 발생빈도를 추후 

moderate (opd-para only)/severe (admission+para+medi)로 구분하겠습니다.

동일인이 2번의 주기에서 합병증을 경험한 경우는 2건의 부작용입니다.

1번의 주기에서 다른 증상 (출혈,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각각 1회씩 입력합니다.

출혈이란 입원할 정도이거나 수혈할 정도의 출혈입니다.



1. 태아감수술 다태 임신 감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2. 입력시 주의 사항

3. Text

4. 입력 내용

건수

태아 감수 총수 건수 (a)

건수 (b)

건수 (c)

건수 (d)

건수 (e)

건수 (f)

건수 (g)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이중 삼태 임신에서 단태 임신로 감수술을 한 경우는 (      )(d)주기입니다.

신선 배아 임신만 해당하나요?

신선과 냉동 배아 임신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a= b+ c+ d + e + f + g)

저희 클리닉에서 2012년 태아 감수술을 시행한 주기는 (     )(a) 주기입니다.

twin에서single로

triplet에서 twin으로

triplet에서 single로

quadruplet 이상에서 triplet으로

quadruplet 이상에서 twin으로

quadruplet 이상에서 single로

이중 사태 이상 임신에서 삼태 임신으로 감수술을 한 경우는(     )(e)주기입니다.

이중 사태 이상 임신에서 쌍태 임신으로 감수술을 한 경우는 (     )(f)주기입니다.

이중 사태 이상 임신에서 단태 임신으로 감수술을 한 경우는 (     )(g)주기입니다.

이중 쌍태 임신에서 단태 임신로 감수술을 한 경우는 (     )(b)주기입니다.

이중 삼태 임신에서 쌍태 임신로 감수술을 한 경우는 (      )(c)주기입니다.



1.자궁내정자주입술

2. 입력시 주의 사항 법적 남편의 정액을 이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여 정자는 제외됩니다.

난소 자극 유무랑 무관합니다.

1976년생이 2012년 자궁내정자주입술을 시행받았다면, 해당 여성의 나이는 36세입니다.

3. Text

4. 입력 내용 34세 이하 35~39세 40세 이상 합계

건 건 건 -          건

건 건 건 -          건

건 건 건 -          건

건 건 건 -          건

건 건 건 -          건

건 건 건 -          건

주의 사항!!!

5. 건의 사항

twin

(가 = 나 + 다 + 라)

시술건

임상적 임신

추적 실패

분만 총수

singleton

triplet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