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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과배란 유도 후 과증가된 

자궁내막 두께와 임신율과의 관계

불임환자의 치료로 시행되고 있는 체외수정에서 배란기의 자궁내막 두께는 임

신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저히 얇은 내막두께(보통 7mm 미

만)에서는 거의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상보다 두꺼운 내막

(14mm 이상)에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연구된 바 없어서 이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는 원주기독병원 불임센터에서 19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과배

란 유도 후 체외수정을 실시한 387주기(283명)를 대상으로 하 고 결과에 향을 

미칠수 있는 다른 인자(40세 이상, 자궁에 병리적 소견이 있는 환자 등)는 제외하

다. 자궁내막 두께는 과배란 유도 후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을 투여하는 날 질식초음파로 측정하 고 정상군

(7mm 이상 14mm 미만)과 과증가군(14mm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 관찰 하 다.   

   과배란 유도는 환자에 따라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s) 장기투여법 또는 단기투여법과 난포자

극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을 사용하 다. 체외수정의 결과는 임상적 

임신율과 유산율, 질출혈 여부를 조사하 다. 

정상군은 임상적 임신율 31%, 유산율 11%, 질출혈 있는 경우 35% 으며, 과증

가군은 임상적 임신율 44%, 유산율 8%, 질출혈 있는 경우 28%로 과증가군에서 

임상적 임신율이 더 높고, 유산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자궁내막의 형태로 분류한 경우 A형에서는 임상적 임신율 3%, 유산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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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형에서는 임상적 임신율 24%, 유산율 16% 으며, C형에서는 임상적 임신율 

40%, 유산율 8%로 각 형에서 임상적 임신율과 유산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정상군과 과증가군의 HCG 투여일의 에스트라디올치와 과배란 유도 기간과 자

궁내막 형태의 차이는 없었으며 기초자궁내막 두께는 과증가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꺼운 두께를 보 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자궁내막의 두께 증가는 착상에 악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과증가된 자궁내막 두께는 기초자궁내막 두께가 증가된 경우 발생됨을 

알 수 있었으며 자궁내막의 형태에 따라 임신율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자궁내막 두께, 형태, 과배란 유도, 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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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배란 유도 후 과증가된 

자궁내막 두께와 임신율과의 관계

<지도교수 한 혁 동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한 경 희

제 1 장 서론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자궁내막의 상태는 혈청 에스트

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측정, 자궁내막 조직검사 및 질식초음파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혈청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자궁내막의 발달을 정확히 예

측할 수 없고1), Noyes(1950)의 조직학적 기준에2) 근거하여 분비기 후반에 실시하

는 자궁내막 조직검사는 체외수정환자에서 자궁내막의 발달을 알기 위해서 시행

하기에는 너무 침습적인 방법이다
3, 4)

. 

  비침습적인 초음파는 초기에는 배란의 예측을 위한 난포의 크기변화 측정에  

사용되었으나
5, 6)

, 시행하기 쉽고 반복적인 시술이 용이하며 특히 질식 초음파는 

골반내 구조물에 근접하여 고해상도의 상을 얻을 수 있어 불임환자를 대상으로 

자궁내막의 두께와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7-9). 

  보조생식술의 시행과정에서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투여전이나 난자채취 전에 초음파로 관찰된 자궁내막의 두께

와 임신율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10-12),  자궁내막의 변화가 체외

수정 후 배아이식의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13)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체외수정시 배란기의 자궁내막 두께는 임신율과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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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HCG 투여일 또는 난자 채취시 6mm 또는 

7mm 미만의 자궁내막 두께에서는 임신된 예가 거의 없음을 보고하여 정상보다 

얇은 자궁내막두께(보통 7mm 미만)가 체외수정의 결과에 악 향을 미친다는 것

이 밝혀졌다
14, 15)

. 

  정상 자궁내막 두께는 보통 7-14m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6)
 정상보다 두꺼

운 자궁내막 두께가 보조생식술 시행 후 결과에 어떤 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고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17-19)

. 

저자는 본원에서 보조생식술 시행받은 환자에서 과배란 유도 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기간 중 HCG 투여일 오전에 질식초음파로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여 

정상군과 과증가군 사이의 임상양상(임상적 임신율, 유산율, 질출혈)을 비교 관찰

하여 자궁내막의 두께와 임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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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19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불임센터에서 불임

으로 진단 받고 과배란 유도 후 체외수정을 실시한 523주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40세 이상의 환자(62명, 11.9%), HCG 투여일의 자궁내막 두께가 7mm 미

만인 환자(19명, 3.6%), 공여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자궁내막 두께에 향을 줄 수 

있는 자궁에 병리적 소견이 있는 환자와 외래 관찰이 되지 않거나 자료가 부정확

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387주기(283명, 평균 1.37주기)에서 연구를 진행

하 다. 

2.2. 연구 방법

2.2.1. 자궁내막 두께의 측정

자궁내막 두께의 측정은 과배란 유도 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을 시술한 387

주기에서 HCG 투여일 오전에 동일한 질식 초음파기(5.0MHz Aloka Model 

SSD-5000)와 관찰자에 의하여 실시되었고 자궁의 장축에 직각으로 자궁내막층의 

일측 기저층에서 반대측 기저층까지 최대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
16)
을 이용하 다. 

기초자궁내막 두께는 과배란 유도 시작하기 전 황체기에 앞에서 서술한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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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궁내막의 형태

자궁내막의 형태는 HCG 투여일 오전에 자궁내막 두께 측정시 같이 시행하 으

며 형태분류는 Gonen 등
11)
이 기술한 자궁내막의 세 가지 반응 양상에 따른 분류

를 채택하 다. A형은 전체적으로 균질성이며 고반향성을 보이는 경우로

(homogeneous hyperechogenic), C형은 다층성 구조로서 제일 바깥쪽과 중심선은 

고반향성으로 보이면서 그 사이는 저반향성으로 보이는 형태(triple line)로 정하

다. B형은 A형과 C형의 중간형태로 뚜렷한 고반향성 바깥선과 중심선이 안 보이

는 형태로 정하 다.  

2.2.3. 과배란 유도 방법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gonist) 장기투여법(long protocol; mid luteal)과 단기투여법(short 

protocol; flare-up)을 시행하 다. 장기투여법은 과배란 유도 시작 전 월경주기의 

황체기 중반에서 GnRH-agonist(Superfect; Hoechst, Germany) 0.5cc를 매일 피하

주사 하여 뇌하수체의 기능저하를 유도하 다. 월경시작 후 제 2일째에 초음파로 

난소반응의 억제를 확인한 후 제 3일째부터 과배란 유도제로 외인성 생식샘자극

호르몬을 투여하 다. 단기투여법은 월경주기 2일부터 GnRH-agonist 0.5cc씩 하

루에 두 번 피하주사(1.0cc) 후 월경주기 4일부터 외인성 생식샘자극호르몬을 투여

하 고 이때부터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는 0.5cc로 감소시켰다. 외인

성 생식샘자극호르몬으로는 사람난포자극호르몬 (human follicule stimulating 

hormone)(Metrodine;serono, Switzerland) 또는 재조합 생식샘자극호르몬 

(recombinant gonadotropin)(Puregon;N.V.Organon, Netherlands)을 사용하 다. 난

소의 반응 상태는 난포 성장의 관찰과 혈중 에스트라디올농도로 가늠하여 과배란 

유도제의 용량을 조절하 다. 난포 성장의 관찰은  질식초음파(5.0MHz Aloka 

Model SSD-5000)를 이용하여 2-3일 간격으로 최대직경을 측정하 다. 가장 큰 

우성난포의 직경이 18mm 이상이거나 14mm  이상 난포가 3-4개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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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m 이상 난포마다 각각 에스트라디올 치가 200pg/ml 이상 될 때 HCG 

(IVF-C, 엘지생명과학) 5000IU 또는 10000IU을 근주하 다. HCG 투여일 오전에 

혈중 에스트라디올 치도 측정하 다.

2.2.4.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난자채취는 HCG 투여 34-36시간 뒤에 질식초음파 유도하에 시행되었다. 채취

된 난자에 정자의 수에 따라 체외수정하거나 미세조작술을 시행하 다. 난자채취 

48-80시간 후에 1-5개의 배아를 자궁내로 이식하 다. 배아 이식일부터 매일 프로

게스테론 50-100mg을 배아이식 16일 후 임신검사(소변 임신검사, 혈청 베타 HCG 

치)를 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투여하 다. 

2.2.5. 자료의 분석

배아이식 16일 후 임신 반응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후 임신 5-6주경에 질식 

초음파를 시행하여 태낭 및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면 임상적 임신으로 판정하

다. 질식 초음파상 1-2주 후에도 태낭 내에 태아가 없거나 심장박동이 없는 경

우, 추적 관찰 중 혈청 베타 HCG 치가 상승 후 감소하며 태낭이 보이지 않는 경

우는 유산으로 판정하 으며 자궁외임신은 포함하지 않았다.  질출혈 여부는 배아

이식 후 16일에 불임센터 내원시 환자에게 직접 문진하 다.

2.2.6. 통계학적 검정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11.5 version)을 사용하여 연속변수간의 비교는 t-test

를 시행하 고, 연속변수가 아닌 빈도의 비교는 chi-squre test를 시행하 다. 유

의수준은 p값이 0.05미만인 경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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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3.1. 대상 환자의 특성

과배란 유도 후 체외수정 기간 중 HCG 투여일 오전에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

여 환자를 정상군(7mm 이상 14mm 미만) 351예와  과증가군(14mm 이상) 36예로 

분류하 다. 정상군은 평균연령 33±4세이며 불임원인은 난관인자 143명, 남성인자 

81명, 원인불명인자 98명, 기타 28명이었다. 과증가군은 평균연령 33±4세이며 불임

원인은 난관인자 18명, 남성인자 11명, 원인불명인자 7명으로 두 군에 포함된 환자

들의 특성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표 1).

 표 1. 대상 환자의 특성

 
a
 평균±표준편차.

정상군(n=351) 과증가군(n=36)

나이(세)
a

33±4 33±4

불임원인(%)

  난관인자         143(41)        18(50)

  남성인자          81(23)        11(31)

  원인불명인자          98(28)         7(19)

  기타          28(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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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배란 유도에 대한 반응의 비교

총 대상환자 387예 중 과배란 유도방법으로 장기투여법을 실시한 주기가 295예, 

단기투여법이 92예이었으며 HCG 투여일에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여 정상군과 

과증가군으로 나누었을 때 정상군에서는 장기투여법 264예, 단기투여법 87예이었

고 과증가군에서는 장기투여법 31예, 단기투여법 5예로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CG 투여일에 측정한 에스트라디올치는 정상군이 

1960±1461pg/mL이고 과증가군은 1648±1208pg/mL이었다. 채취된 난자의 수는 정

상군이 11±8개, 과증가군 11±6개 다. 과배란 유도 기간 중 외인성 성선자극호르

몬을 투여한 기간은 정상군에서 10±2일, 과증가군은 10±1일로 각 수치는 두 군 간

에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 없었다(표 2).

 표 2. 과배란 유도에 대한 각 군 간의 반응
a
 비교 

a 평균±표준편차

정상군(n=351) 과증가군(n=36)

과배란유도법(%)

   장기투여법

   단기투여법

 

      264(75)

       87(25)

       31(86)

        5(14)

에스트라디올(pg/mL)      1960±1461      1648±1208

채취난자(수)        11±8        11±6

수정률(%)        84±20        86±20

배아이식(수)       3.4±0.9        3.6±0.9

과배란유도기간(일)        1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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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자궁내막 두께와 형태의 비교

기초자궁내막 두께는 정상군에서 0.7±0.2mm, 과증가군에서는 0.9±0.2mm 이었

다(p<0.05). HCG 투여일에 측정한 자궁내막 두께는 정상군에서는 1.0±0.2mm, 과

증가군에서는 1.5±0.1mm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자궁내막 형태는 A형, B형, C형 모두 정상군과 과증가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은 없었다(표 3).

 표 3. 초음파로 측정한 자궁내막 두께와 형태 비교 

a 
평균±표준편차

* p<0.05

정상군(n=351) 과증가군(n=36)

자궁내막 두께(mm)
a

 기초자궁내막 0.7±0.2
*

0.9±0.2
*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투여일 1.0±0.2
*

1.5±0.1
*

자궁내막형태(%)

 A형(균질성 고반향성 구조)         31(8)         1(3)

 B형(중간형 구조)         93(27)        12(33)

 C형(삼중선 구조)        227(65)        23(64)



- 9 -

3.4. 자궁내막 두께와 질출혈 여부의 비교

정상군에서는 질출혈 있었던 경우 35%, 과증가군에서는 28%로 정상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표 4).

 표 4. 자궁내막 두께와 질출혈 여부의 비교

3.5. 자궁내막 두께와 체외수정 결과의 비교

정상군에서는 임상적 임신율 31%, 유산율 11%로, 과증가군은 임상적 임신율 

44%, 유산율 8%로 과증가군에서 임신적 임신율이 더 높고, 유산율은 더 낮은 것

으로 측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5. 자궁내막 두께와 체외수정 결과의 비교

정상군(n=351) 과증가군(n=36)

질출혈 여부(%)

  유 125(35) 10(28)

  무 226(64) 26(72)

결과 정상군(n=351) 과증가군(n=36)

임상적 임신율(%)         109(31) 16(44)

유산율(%) 39(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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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궁내막 형태와 체외수정 결과의 비교

자궁내막의 형태로 분류한 경우 A형에서는 임상적 임신율 3%, 유산율 13%로, 

B형에서는 임상적 임신율 24%, 유산율 16%로, C형에서는 임상적 임신율 40%, 유

산율 8%로 각 형에서 임상적 임신율과 유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즉 C형이 가장 임신율이 높았으며 B형, A형 순 이었다. 유산율은 C형이 가장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A형이 B형보다 유산율이 더 낮았다. 

각 형에서 질출혈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표 6). 

 표 6. 자궁내막 형태와 체외수정 결과의 비교

 

 * p<0.05

결과 A형(n=32)  B형(n=105)  C형(n=250)

임상적 임신율(%) 1(3)
*

25(24)
*

99(40)
*

유산율(%) 4(13)
*

17(16)
*

21(8)
*

질출혈 여부(%)

  유 15(47) 41(39) 79(32)

  무 17(53) 64(61) 1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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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체외수정시술을 비롯한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

여 자궁내막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초음파가 비침습적이며 시술적 접근이 용이하고 반복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질식 초음파는 골반내 구조물에 근접하여 고해상도의 상을 얻을 수 있

어 불임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 초음파를 통하여 자궁내막 특성을 

분석하고 태아의 착상 즉, 임신율과의 관계를 검정할 수 있다면 여타의 다른 검사

보다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궁내막의 특성은 자궁내막 두께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각각 또는 병행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Gonen 등
14)
은 체외수정 후 임신군

과 비임신군 사이를 비교했을 때 난자채취 전날 자궁내막의 두께가 임신군에서 

유의하게 더 두꺼움을 보고 하 다. Coulam 등
15)
, Shoham 등

21)
은 각각 6mm, 

7mm 미만에서는 임신에 성공한 예가 없었으며 자궁내막 두께가 각각 9mm, 

11mm 이상일때 임신율이 높다고 발표하 다. 그러나 정상 자궁내막 두께

(7-14mm) 이상으로 과증가된 내막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Check 등
22)
은 GnRH agonist와 사람폐경기생식샘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쓴 체외수정-배아이식 주기에서 HCG 투여 직전에 

측정한 자궁내막 두께가 10mm 미만이거나 자궁내막 형태가 전체적으로 균질성이

며 고반향성을 보일때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는 사실(임신된 예가 없음)을 보고하

다.  Bohrer 등23)은 사람폐경기생식샘자극호르몬을 쓴 과배란 유도 주기 175예

에서 HCG 투여 전에 자궁내막의 두께와 형태를 측정하여 조사한 결과, 균질성의 

자궁내막 형태군은 전체의 19% 으며 임신율은 2.9%로, 나머지 81%인 다층성 구

조의 자궁내막 형태군에서 임신율은 23%로 월등히 높아 자궁내막 두께에 관계없

이 균질성 자궁내막 형태가 불량한 예후인자임을 시사하 다. 반대의 연구보고도 

있다. Oliveira 등
24)
은 GnRH agonist와 사람폐경기생식샘자극호르몬 또는 사람난

포자극호르몬으로 과배란 유도 후 체외수정을 실시한 150명의 환자에서 HCG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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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일의 자궁내막의 두께와 형태를 측정한 결과 두 인자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예

측하는 지표로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단지 자궁내막 두께가 7mm 미

만에서는 임신예가 없으며 다층성구조의 자궁내막 형태에서 임신이 더 잘되는 것 

같다고 보고하 다. Ayustawati 등
25)
도 156명의 체외수정 주기에서 자궁내막의 두

께와 형태는 임신율에 향을 주지 못하며 자궁내막 두께가 10-14mm 이며 다층

성 구조를 가진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임신율이 좀 더 높

음과 임신된 환자의 자궁내막 두께 하한선은 6.5mm, 상한선은 19mm로 보고하

다. 

자궁내막의 과증가는 자궁내막 상층의 괴사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출혈

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과증가된 자궁내막이 체외수정 시술 

중 부정출혈의 빈도를 올리고 또한 체외수정의 임신율 및 유산율에 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알고자 연구를 시행하 으며 또 과증가된 자궁내막의 원인으로 과배

란 유도 기간, HCG 투여일의 혈중 에스트라디올치, 기초자궁내막 두께, 자궁내막 

형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배란 유도에 의해 과증가된 자궁

내막에서 임신여부를 측정한 배아 이식 후 16일째까지의 기간 중 질출혈의 발생

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 으나 발생빈도는 증가되지 않았으며(정상군 35%, 과증

가군 28%), 임신율은 정상군에 비해 과증가군에서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는 과증가된 자궁내막 두께가 최소한 착상에 악

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증가된 자궁내막의 원인을 알기위해 측정한 HCG 투여일의 에스트라디올치와 

과배란 유도 기간과의 비교에서는 과증가군과 정상군에서 에스트라디올치와 과배

란 유도 기간의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또 두 군 사이에 자궁내막의 형태 빈도에

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초자궁내막 두께는 정상군에 비해 과증가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정상군 0.7±0.2mm, 과증가군 0.9±0.2mm, p<0.05), 기초자

궁내막이 두꺼웠던 환자가 과배란 유도 후에  더 두꺼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 다. 

자궁내막의 형태에 대한 보고들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층성구조가 

다른 구조보다는 착상에 유리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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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막의 다층성 구조는 자궁내막을 덮고 있는 점액에 의하여 형성된 자궁내강의 

공간이 음파의 굴절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고반향성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고 자

궁내막의 기능층이 증식됨으로써 고반향성 중심축 주변의 저 반향성 역을 형성

하고, 자궁내막의 기저층에서 혈관과 부종이 증가됨으로써 고반향성 외측선을 형

성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자궁내막이 다층성 구조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확실히 규명 되지는 않았으나 자궁내막을 덮고 있는 과다한 양의 점액이나, 

발달되지 못한 자궁내막의 기능층 또는 자궁내막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과다한 부

종,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들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궁내막 형태의 빈도는 C형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B형은 

27%, A형 8% 다. C형의 임신율이 40%로 다른 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B

형 24%, A형 3%) 유산율은 가장 낮았다(A형 13%, B형 16%, C형 8%). A형의 임

신율은 3%로 다른 군에 비해 월등히 낮아 이러한 자궁내막 형태를 보이는 경우 

착상이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초음파로 관찰되는 자궁내막의 형태가 임신율과 관련이 있으므

로 자궁강 내 인공수정 등 다른 보조생식술에도 초음파상 관찰되는 자궁내막의 

특성이 임신율 및 착상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검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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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과배란 유도 후 과증가된 자궁내막 두께와 임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과

배란 유도 후 체외수정을 실시한 387주기에서 HCG 투여일의 자궁내막 두께를 측

정하여 정상군과 과증가군으로 분류하여 임상적 임신율, 유산율, 질출혈 여부를 비

교한 결과, 과증가군이 정상군보다 임신율이 더 높고 유산율은 낮았으나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과배란 유도 후 자궁내막의 증가에 따른 질출혈 경

향의 증가는 없었다. 자궁내막의 과증가는 HCG 투여일의 혈중 에스트라디올치와 

배란유도 기간, 자궁내막 형태와는 연관이 없었으나, 지초자궁내막의 두께와는 유

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또, 자궁내막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C형의 임신율이 다

른 형태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과증가된 자궁내막 두께가 

착상에 악 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자궁내막 형태도 체외수정의 임신율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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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increased endom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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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of 387 cycles were submitted to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IVF-ET). Endometrial thickness and patterns were assessed on the day of 

administration of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COH) was performed with gonadotropin (human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or recombinant gonadotropin) after down-regulation with 

the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 agonist). 

   The endometrium was evaluated by vaginal ultrasound and classified into 

two groups: normal thickness group (NT group) of 7 mm≤thickness<14 mm  

and increased thickness group (IT group) with thinkness>14 mm. The NT 

group included 351 cycles (91%) and the IT group, 36cycles (9%). The clinical 

pregnancy rates and abortion rates for the NT group were 44% and 8% 

respectively, and for the IT group, 31% and 11%. There were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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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Three different types of endometrial patterns could be described, 

type A (homogenous hyperechogenic), B (intermediate, isoechogenic), C (triple 

line). Endometrial patterns were similar for two groups[NT group; type A(8%), 

type B(27%), type C(65%): IT group; type A(3%), type B(33%), type C(64%)]. 

The clinical pregnancy rates and abortion rates for type A were 3%, and 13% 

respectively, for type B, 24% and 16%, and for type C, 40% and 8%(p<0.05). 

   The conclusion that can be drawn from these data is that while increased 

endometrial thickness on the day of HCG injection does not adversely affect 

pregnancy rates in IVF-ET, each type of endometrial echo pattern on the day 

of HCG affects pregnancy rates in IVF-ET. Type C is thought to favor 

pregnan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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