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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액 내 Ureaplasma urealyticum 및 Mycoplasma hominis가 

정액분석인자에  미치는 영향

 남성 불임의 여러 가지 원인 중 감염 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 비임균성 

요도염이나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 균인 U. urealyticum 와 M. hominis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불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U. urealyticum 및 M. hominis을 정량배양을 시행하여  이 균주들이 

정자 생성,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불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항생제 감수성 통해 감염된 환자의 적절한 

치료 후 정액 분석인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OO 병원 비뇨기과에 불임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

액 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비임균성 요도염 혹은 전립선염 등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6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U. urealyticum 및 M. hominis의 진단 방법으로 정액 검체를 이용한 진단 키트로 액

체성 미세 배양법(liquid microculture method)인 MYCOFASTⓡ  Evolution 2을 이

용하여  병원균에 대한 진단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양성 진단시 

A7 agar 배지를 이용하여 다시 배양하여 특징적인 균 집락 모양을 관찰하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두 균주의 음성 및 양성의 양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리율

은 U. urealyticum이 52.7%, M. hominis가 0.5%에서 균이 검출 되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두 균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U. urealyticum의 경우 음성군과 양성군간의 정액검사 분석인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정자수가 음성군은 90.94 x 106/ml와 양성군은 74.84 x 106/ml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정상적인 모양의 정자 비율과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이 음성군이 73.67% 

및 67.94%, 양성군이 67.95% 및 59%로 양성군에서 정상적인 모양의 정자 비율과 정

자의 생존성에서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양군간의 pH, 정자의 운동

성, 전방전진도(forward progression)의 경우 통계학적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절한 항생제를 10일간 투여 받은 U. urealyticum 양성인 345명 중 다시 정액검사



- 2 -

를 시행한 62명의 환자의 정액검사 결과 치료 전의 정자 수,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이 49.9 x 106/ml, 38.85%, 52,89%로, 치료 후의 경우 정자 수는 

79.23 x 106/ml, 정자의 운동성이 55.03%,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이 64.98%로 통

계학적인 의미 있는 정자분석인자의 양적 및 질적 향상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다른 분석인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 

 불임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바 없는 실정

이다. 본 연구 결과 U. urealyticum이 양성군에서 정액 분석인자 비교 분석 결과 정자 

수, 정상적인 정자 모양,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에서 음성군에 비해 의미 있는 감

소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치료함으로써 정자 수,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에 더 큰 영향을 줌으로써 정자의 양적 및 질적 향

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환자에서 감염에 의한 증상이 없더

라도 U. urealyticum이나 M, hominis와 같은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함으로써 임신율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Ureaplasma urealyticum,  Mycoplasma hominis, 남성불임, 정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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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내 Ureaplasma urealyticum 및 Mycoplasma hominis가 

정액분석인자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정 병 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중 식

I.  서 론

   남성 불임의 여러 가지 원인 중 감염 병력으로 부고환염이나 고환염 등에 의한 정자 

경로의 폐쇄나 요도염, 전립선염 등에 의한 정자의 수와 운동성 저하 등이 불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임균성 혹은 비임균성 요도염은 비뇨기과 영역에

서 가장 일반적인 질환 중 하나로 환자의 사회적 환경인자와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과 

더불어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어려운 상태이며, 원인균의 검출 또한 쉽지 않다.

  가장 흔한 비임균성 요도염과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균으로서 U. urealyticum은 

1954년 Shepard에1 의해 처음으로 비임균성 요도염 환자의 분비물로부터 분리 보고 

된 이후 국내에서도 이 균주의 비뇨생식기 감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2-3 이와 같이 U. urealyticum 및 M. hominis는 비뇨생식기에 존재하면서 비임균

성 요도염, 골반내 감염(Pelvic inflammatory disease, PID), 신우신염, 만성 전립선

염, 조기 진통, 특발성 유산 및 불임 등을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균이지만 까다로운 

배양조건으로 진단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4

  과거 이들 균주가 정액 검사의 분석인자에 미치는 영향과 불임과 관련된 보고에 의하

면 Gnarpe 등5 이 최초로 이들 균주 들은 정자 세포에 대한 강한 흡착성이 정자의 운동

성 저하와 모양의 변화로 불임에 관여함을 보고 하였으며, Fowlkes 등6 은 U. 

urealyticum이 정자의 경부와 두부에 흡착된 형태를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확인

한바 있지만 구체적인 불임기전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Toth 등7-8 은 적절한 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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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투여 후 정자의 운동성과 정자의 질적 및 양적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Kanakas 등9 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 균주는 수정율(fertilization rate)과 임신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 자궁 내 감염 시 유산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

였다. 그러나 Upadhyaya 등10 은 2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액 내  U. urealyticum 

배양 검사 결과 50%의 균 검출율과 정액의 양과 정자의 운동성, 모양, 생존성

(viability)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다만 정자 수만 저하 시킨다는 연

구를 보고 하였으며,  Liversedge 등11 은 U. urealyticum 균 감염과 수정율은 전혀 관

계가 없으며,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무증상의 균 감염은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U. urealyticum 및 M. hominis 감염이 불임과 관련되어 상반된 많은 연구

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아직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보고는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불임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U. urealyticum 및 

M. hominis을 정량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균주가 음성인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여 이 균

주들이 정자 생성,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불임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항생제 감수성 통해 감염된 환자의 적

절한 치료 후 정액 분석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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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 료  및  방 법

1. 연구 대상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OO병원 비뇨기과에 불임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액 

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비임균성 요도염 혹은 전립선염 등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제

외한 655명의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환자 내원 시 불임과 관련된 불임기간 중의 흡연 및 음주 등의 병력청취와 고환 크기, 

정관의 유무 등의  신체검사와 Estradiol 및 Testosterone 등의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

였으며, 비뇨생식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시행하였다. 정액검사는 

컴퓨터화상분석을 이용한 Computer-Assisted Semen Analysis (CASA) cell soft 

system-3000 (Cryo-Resource, USA) 기기를 이용하였다. 정액 검사 시 정액분석 

인자로는 정액의 pH, 정자의 수, 운동성, 모양, 정자의 생존여부를 백분율로 측정한 생

존성(viability) 및 전방전진도(forward progression)를 분석하였다. 정자의 운동성

은 운동 상태에 따라 rapid, medium, slow, static으로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여성의 

경우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분리 방법 

U. urealyticum 및 M. hominis의 진단 방법으로 정액 검체를 이용한 새로운 진단 키

트인 MYCOFASTⓡ  Evolution 2 (International Microbio, France)을 이용하여  병

원균에 대한 진단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MYCOFASTⓡ 

Evolution 2는 24-72 시간 이내에 비뇨 생식기의 U. urealyticum 및 M. hominis 의 

균 동정 및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측정하는 액체성 미세 배양법(liquid microculture 

method)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 중에 하나이다. 

MYCOFASTⓡ  Evolution 2 진단법은 10개의 용기(well)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U. 

urealyticum 산출을 위한 3개의 용기(103, 104, ≥105 CCU/ml)와  M. hominis 산출

을 위한 1개의 용기(≥104CCU/ml), 또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조군으로 

Erythromycin(E), Trimethroprime sulfamethoxazole(SXT), Lincomycin(L)의 3

개의 용기가 있어서, Erythromycin(E)과 Trimethro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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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methoxazole(SXT)에 저항하면서 Lincomycin(L)에 민감한 경우 M. hominis

로 진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Erythromycin(E)에는 민감하지만 Trimethroprime 

sulfamethoxazole(SXT)과 Lincomycin(L)에는 저항하는 경우는 U. urealyticum으

로 진단을 확인 할 수 있다.12 마지막 3개는 doxycycline, roxythromycin 및 

ofloxacin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위한 용기(well)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1).

결과는 2개의 균주에서 각각 104 CCU/ml 이상의 용기에서 노란색 액체성 배지가 빨

간색으로의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경우 각각 양성으로 진단한다. 양성 진단시 A7 agar 

배지를 이용하여 다시 배양하여 M. hominis는 계란 후라이 모양의 균 집락과 U. 

urealyticum은 밤색 고슴도치 모양의 특징적인 균 집락 모양을 관찰하였다(그림2).  

양성인 경우 적절한 항생제를 10일간 투여 후 음성 전환여부와 치료 후의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 분석인자의 질적 호전 여부를 관찰하였다.

3. 통계 분석

U. urealyticum 및 M. hominis의 감염에 따른 정액분석인자의 차이와 양성군에서 적

절한 치료 후의 정액분석인자의 변화를 Student's t-test로 비교분석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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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YCOFASTⓡ Evolution 2  진단 키트

          (International Microbio, France).

비뇨 생식기의 U. urealyticum 및 M. hominis 의 동정 및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측

정하는 액체성 미세 배양법(liquid microculture method)으로 10개의 용기(well)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U. urealyticum 산출을 위한 3개의 용기(103, 104, ≥105 

CCU/ml)와  M. hominis 산출을 위한 1개의 용기(≥104CCU/ml), 또한 정확한 진단

을 위해 대조군으로 Erythromycin(E), Trimethroprime sulfamethoxazole(SXT), 

Lincomycin(L)의 3개의 용기가 있어서, Erythromycin(E)과 Trimethroprime 

sulfamethoxazole(SXT)에 저항하면서 Lincomycin(L)에 민감한 경우 M. hominis

로 진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Erythromycin(E)에는 민감하지만 Trimethroprime 

sulfamethoxazole(SXT)과 Lincomycin(L)에는 저항하는 경우는 U. urealyticum으

로 진단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 3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위한 doxycycline, 

roxythromycin 및 ofloxacin의 용기(well)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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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 urealyticum과 M. hominis의 특징적인 균 집락 모양.

 MYCOFASTⓡ Evolution 2 검사에서 양성 진단시 A7 agar 배지를 이용하여 다시 

배양하여 M. hominis는 계란 후라이 모양의 균 집락과 U. urealyticum은 밤색 고슴도

치 모양의 특징적인 균 집락 모양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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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환자의 평균 연령은 U. urealyticum 음성군이 33.75세, 양성군이 33.97세 였으며, M. 

hominis 음성군이 33.86세, 양성군이 34.66세로 두 균주 각각 양군간에 연령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나이분포에 따른 두 균주의 음성군과 양성군의 경우 양측 모두

에서 가임 연령인 3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표 2). 

U. urealyticum과 M. hominis 양성 및 음성군 모두에서 77-84%의 흡연의 경험이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65-100%에서 음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양군간에 양

측 고환크기, Estradiol, Testosterone 수치의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

U. urealyticum의 경우 음성군과 양성군 간의 정액검사 분석인자의 차이점을 살펴보

면 정자수가 음성군은 90.94 x 106/ml와 양성군은 74.84 x 106/ml로 두 군 모두 정상

범위의 정자수 소견을 보였으나, 양성군에서 정자수가 의미 있게 감소 되어있으며, 정

상적인 모양의 정자 비율과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이 음성군이 73.67% 및 67.94%, 

양성군이 67.95% 및 59%로 양성군에서 정상적인 모양의 정자 비율과 정자의 생존성

에서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양군간의 pH, 정자의 운동성, 전방전

진도(forward progression)의 경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M. hominis의 경우 655명의 대상군 환자 중 단 3명만이 양성군으로 양군간의 통계학

적 차이를 구분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655명 중 U. urealyticum 양성인 345명과 M. hominis 양성인 3명의 환자에게 항생

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를 10일간 투여 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 전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U. urealyticum 양성인 345명 중 62명만이 항생제 투여 후 

다시 정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정액분석인자의 차이를 분석해보

았다. 치료 전의 정자 수,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이 49.9 x 

106/ml, 38.85%, 52,89%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의 경우 정자 수는 79.23 x 106/ml, 

정자의 운동성이 55.03%,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이 64.98%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자분석인자의 양적 및 질적 향상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분석인

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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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Clinical 

characteristics
U.urealyticum M.hominis

Negative

(n=310)

Positive 

(n=345)

Negative

(n=652)

Positive 

(n=3)

Age (yrs) 33.75 33.97 33.86 34.66

Duration of          

   marriage(yrs)
3.7 3.5 3.6 2.8

Smoking 240 (77.4%) 288 (83.5%) 526(80.7%) 2(66.7%)

Alcohol 204 (65.8%) 252 (73.1%) 453(69.5%) 3(100%)

Testis               

  size(Rt/Lt)(cc)
19.9/20.1 20.2/21.4 20.1/20.3 21/21

Estradiol (pg/ml) 22.34 19.81 21.08 20.7

Testosterone(ng/ml) 4.73 5.13 4.93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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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나이에 따른 정액 내 U.urealyticum과 M.hominis 분리율 비교.

Age(yrs) U.urealyticum M.hominis
Negative

(n=310)

Positive 

(n=345)

Negative

(n=652)

Positive 

(n=3)

21-30 25  (8.1 %) 32 (9.3 %) 57  (8.7 %) 0 (0  %)

31-40 259 (83.5%) 283(82 %) 539 (82.7%) 3 (100%)

41-50 24  (7.8 %) 29 (8.4 %) 53  (8.1 %) 0 (0  %)

>50 2   (0.6 %) 1  (0.3 %) 3   (0.5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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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액 내  U. urealyticum의 음성군 및 양성군 간의 정액 분석인자의 

        비교 분석

Sperm 

parameter

Ureaplasma urealyticum

Negative culture

(n=310)

Positive culture

(n=345)
p-value

pH  7.35  7.39 .101

Count         (x106/ml) 90.94 74.84 <0.01

Motility             (%) 58.85 64.24 .714

  rapid               2.61  2.73 .833

  medium           31.03 28.49 .111

  slow              28.25 29.66 .374

  static               38.11 39.12 .995

Normal morphology (%) 73.67 67.95 <0.01

Viability            (%) 67.94 59.00 <0.01

Forward progression  1.86  1.80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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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액 내 U. urealyticum 양성인 경우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정액 분석인자    

      의 비교 분석 

        

Sperm 

parameter

Ureaplasma urealyticum (n=62)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Count           (x106/ml) 49.09 79.23 <0.01

Motility               (%) 38.85 55.03 <0.01

  rapid 1.67 2.70 .270

  medium 29.38 29.10 .962

  slow 38.48 32.80 .585

  static 30.47 35.50 .041

Normal morphology   (%) 64.10 68.61 .085

Viability              (%) 52.89 64.98 <0.01

Forward progression 1.86 1.83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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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불임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외형상 건강하고 젊은 남녀가 정상적으로 부부생활

은하면서 피임하지 않는 성생활을 1년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유발되지 않

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정상 부부에서 임신 가능성은 정상적인 성생활 후 첫 달에 20-25%, 6개월에 75%, 1

년에 85-90%에 이른다. 결혼한 부부의 10-15%는 불임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평

가를 하게 되며, 적극적인 검사를 원할 때는 1년이 되기 전이라도 평가를 하게 된다.

불임의 원인으로는 남성에게만 있는 경우가 약 20%,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경우가 30-40%로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그 원인의 절반은 남성적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13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남성 불임의 검사와 문진을 통하여 생식 능력과 관계된 부

분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 병력을 알아보고, 일반 신체검사와 기초적인 생식력 검사를 

시행하게 되지만, 많은 경우에 정액검사에 뚜렷한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남성 불임이란 단순히 한 가지 질환의 결과인 경우보

다는 모든 신체 기능 합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불임의 원인으로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인 경우도 많아서 아직까지 전체 남성 불

임의 약 1/3은 원인 불명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진지한 병력청취 과정이 

그 어느 질환보다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중 감염 병력은 급성 부고환염이나 

고환염, 혹은 요로 감염이나 성 접촉성 질환에 의해 염증에 의한 정로의 폐쇄를 유발 할 

수 있으며, 염증 반응에 의해 정자의 운동성과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E.coli 경우 in vtro에서 정자의 응집 혹은 직접 정자에 부착하거나 정자의 운동

성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형성함으로써 정자 운동성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

고하고 있다.14 

Dienes 등15 은 사람에서 Mycoplasma를 Bartholin's abscess 에세 최초로 분리한 후 

Shepard 등1 이 요도 분비물로부터 종래의 Mycoplasma 균주와 구별 되는 다른 미세

한 균주인 T-strain mycoplasma를 분리했으며, hydrolase urea activity에 의해 U. 

urealyticum이라 재명명 하였다. 

과거 U. urealyticum 및 M. hominis의 진단 방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test를 이용하거나,16 특수 배지를 이용한 배양 조건이 까다롭



- 15 -

고 일반세균에 오염되기 쉬우며, 성장 속도가 느린 특성 때문에 배양 결과가 최소한 

4-5일 이상 요구 되는 등 진단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진단 방법

으로 정액 검체을 이용한 새로운 진단 키트인 MYCOFASTⓡ Evolution 2을 이용하여 

신속한 병원균에 대한 진단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었다. 

Ureaplasma의 urea 활성도와 Mycoplasma의 arginine dihydrolase 활성도를 이용

하여 배지의 알칼린화로 양성인 경우 액체성 배지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

뀌게 된다. 이 MYCOFASTⓡ  Evolution 2을 이용한 비뇨생식기 Mycoplasma 종 검

사 방법에 대한 연구 보고는 아직 진행 중 이지만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50% 이상의 

민감도와 99%의 특이도를 보이는 좋은 진단 방법이라 보고하고 있다.17 

U. urealyticum과 M. hominis는 비임균성 요도염과 만성 전립선염과 같은 비뇨생식

기 질환외에 영아에서도 균집락이 가능 한데 대부분 태어날 때 산도에서 감염이 되며, 

일반적으로 만 2세가 지나면 균집락이 사라 진후 성장 하면서 성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한다.18 Mc Cormack 등19 은 U. urealyticum이 성교 횟수에 비례해서 균 집락

이 증가하였고, 성적으로 활발한 정상적인 남자의 요도 상주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불임환자나, 요도염 및 전립선염 환자

의 정액에서 약 10-85%의 다양한 균 동정율이 보고되고 있다.20 Toth 등21 은 243명

을 대상으로 정액 배양 검사 결과 77%의 균 검출율을 보였으며, 이 중 45%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보고 하였고, Friberg 등22 에 의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환자와 

정상적으로 임신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액의 균배양 검사 결과 불임환자에서 76%의 균

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정상인 경우 19%에 비해 상당히 높은 균 동정율을 보였다. 여성

의 경우 Fenci 등23 은 불임을 주소로 내원한 여성 환자의 자궁경관에서 균배양시 상기 균주의 

동정율이 정상인 환자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낮은 U. urealyticum이 52.7%, M. hominis가 0.5%에

서 균이 검출 되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두 균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

았다. 불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81%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최근 3년 이

내에 피운 경험이 있는 환자로 담배가 불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균 감염에 따른 불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고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에 대

해서는 아직 입증된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불임 기전과 관련된 보고에 의하면 Busolo등24 은 균주의 정자 표면막에 부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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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해 보고한바 있으며, Knox 등25 은 U. urealyticum이 정자의 표면에 부착된 경

우 일반적인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을 위한 정자 세

척술에도 항상 제거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며,  Rose 등26 의 보고에 의하면 U. 

urealyticum 감염시 정자 수, 정자의 속도 및 운동성을 변화시키며, 정자의 수정능획

득(capacitation) 억제, 및 hydrogen peroxide 형성에 의한 정자와 난자의 손상을 불

임의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Lingwood 등27 은  생식세포막의 

주성분인 Sulfogalactoglycerollipid(SGCL)은 정자와 난자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데 U. urealyticum과 M. hominis는 여기에 부착하여 정자와 난자의 상호작

용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Soffeer 등28 은 U. urealyticum에 의해 정자의 세포막

의 변형을 초래하여 면역계에서 항원으로 작용하여 항정자항체(Antisperm 

Antibody)를 생산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기전으로는 활성한  urease에 의

한 정자의 섬모 운동성 저하29,정액의 pH 변화에 따른 정자의 활동성 변화30 및 정액내 

다양한 미세 원소(Zn, Se, Fe)변화에 따른 정자의 질적 변화 등31 다양한 기전이 보고 

되는 등 정자 수의 감소, 정자 운동성의 저하 및 정자 모양의 변화를 초래하여 수정 능

력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U. urealyticum이 양성군에서 정액 분석인자 비교 분석 결과 정자 수, 

정상적인 정자 모양, 및 정자의 생존력(viability)에서 음성군에 비해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액의 pH, 정자의 운동성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인 

의미 있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또한 U. urealyticum이 양성군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10일간 투여 후 음성 전환 후의 정액 분석인자 분석 결과, 치료 전과 비교시 정자 수,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자분석인자

의 양적 및 질적 향상 소견으로 보임으로써 U. urealyticum 감염시 정자의 모양의 변

화나 전방전진도(forward progression)에 영향을 주는 것 보다는 정자 수, 정자의 운

동성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임상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환자에서 요도염과 같은 감염성 질

환의 증상이 없더라도 U. urealyticum이나 M, hominis와 같은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정자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통해 임신율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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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불임의 원인으로 감염 병력은 정자 경로의 폐쇄나,  감염에 의한 정자 수 감소,  정자의 

운동성과 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불임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남성적 요인인데 남

성에서 가장 흔한 비임균성 요도염이나 만성 전립선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진  

U. urealyticum와 M. hominis는 남성 불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임 기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전이 보고 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알려진바 없

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U. urealyticum이 양성군에서 정액 분석인자 비교 분석 결

과 정자 수, 정상적인 정자 모양,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에서 음성군에 비해 의미 

있는 감소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치료함으로써 정자 수,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의 생존성(viability)에 더 큰 영향을 줌

으로써 정자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환자에서 U. urealyticum이나 M, 

hominis와 같은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임신율을 높이는데 기

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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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Ureaplasma urealyticum and Mycoplasma hominis in 

Semen on Sperm Analysis Parameters. 

Joong  Shik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ung Ha Chung)

In recent years, the potential role of U.urealyticum and M.hominis in the 

production of genitourinary disease and various instances of reproductive 

wastage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is study 

is the association of U. urealyticum and M. hominis with subfertile couples. 

Whether these organism is a major contributor to infertility or an 

opportunist remain unresolved without controlled studies.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reported herein was to compare the semen parameters of 

male partners from suspected subfertile marriages and attempt to correlate 

any observed alterations in specific sperm characters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U. urealyticum and M. hominis.

Six hundered fifty five patients were examined to determine if alteration in 

specific semen parameter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U. urealyticum and M. hominis. 345 patients (52.7%) were 

positive for U. urealyticum and 3 patients (0.5%) for M. hominis using 

MYCOFAST Evolution 2. Sperm counts, normal morphology and sperm 

viability were 90.94X106/ml, 73.67%, 67.94% in U. urealyticum positive 

group and 74.84X106/ml, 67.95%, 59% for negative group. Before antibiotic 

therapy, sperm counts, motility and sperm viability were 49.9 X 106/ml, 

38.85%, 52.89% and 79.23 X 106/ml, 55.03%, 64.98% after therap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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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data indicating sperm counts, morphology 

and sperm viability as the semen parameter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U. urealyticum. Sperm count, sperm motility and sperm viability were 

improved after proper antibiotics therapy. Routine screening is essential for 

U. urealyticum in patients with unexplained infertile couples and it is 

necessary to treat asymptomatic men with the infection of U. urealyticum.  

Key Words: Ureaplasma urealyticum,  Mycoplasma hominis, male infertility,     

                   sperm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