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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궁근층의 두께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자궁근층의 비후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시행 받은 413명의 환자, 551주기를 대상으로 자궁근층

의 두께를 기준으로  A군 (<2.00cm), B군 (2.00-2.49cm), C군 (≥2.50cm)으로 구

분하여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B군과 C군에서 질초음파상 자궁선근증의 

진단 기준 중 자궁근층의 비후 이외의 진단 기준, 즉 자궁근층의 줄무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함의 동반 유

무에 따른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착상율, 임상적 임신율, 출산율은 A군과 B군에 비해 C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낮았다. 유산율은 A군과 B군에 비해 C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B군 중 자궁근층의 비후 이외의 자궁선근증의 다른 질초음파 영상 소견을 동반하

는 군에서 동반하지 않는 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착상율, 임상적 

임신율, 출산율 및 높은 유산율을 보였다. 

 이 결과로 2.50cm 이상의 자궁근층의 비후가 있는 경우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증의 자궁근층의 비후가 있는 경우

에도 자궁선근증의 다른 질초음파 영상 소견이 동반되었을 경우 체외수정 및 배

아이식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자궁근층의 두께, 자궁선근증,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  

              질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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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근층의 두께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지도 한 혁 동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염 현 식

 

제 1 장  서 론 

  

 불임 환자에게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시행하기 전 질초음파에 의한 자궁, 자

궁내막, 난소, 난관의 영상 검사는 임신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질초

음파상 경계가 명확한 종괴를 보이는 자궁근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비대한 자

궁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선근증, 호르몬의 영향, 혈관 병변에 의한 이차적 비

대 등의 원인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자궁선근증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다.1 이러한 영상 소견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서 종

종 발견되며 그 소견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임 환자의 상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선과 간질이 자궁근층 내에 침윤하여 나타나며 자궁근층

의 비대 및 비후가 동반된다.2,3 임신을 원하는 불임 환자에 있어서는 자궁절제술 

후 병리조직학적 진단에 근거한 자궁선근증의 확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대안으로 자궁선근증의 진단이 임상증상과 질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

영상 등에 의한 영상학적 진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자궁선근증의 영상학적 진단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질초음파상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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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증의 진단 기준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myosis' 

-component를 시사하는 기준들이며 이에는 구형의 자궁 형태 또는 자궁근층의 전

후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자궁근층의 비후, 자궁근층의 줄무늬 등이 포함된다. 나

머지 기준들은 이소성 자궁내막조직의 존재, 즉 ‘adeno'-component를 시사하며 이

에는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

함 등이 포함된다. 자궁근층의 비후를 제외한 영상 소견들은 병리조직학적인 접

근이 필요한 소견들이므로 자궁선근증의 영상학적 진단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주

관적인 면이 강하며 질초음파를 시행하는 검사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

다.4-11 

 본 연구에서는 자궁근층의 비후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질초음파를 통해 자궁근층의 두께를 측정하여 자궁 비대

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자궁근층의 비후 이외의 질초음파상 자궁선근

증 진단 기준들의 영상 소견이 동반된 경우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궁근층의 두께와 자궁선근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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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후향적 증례 조정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

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불임 클리닉에서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을 시행받은 763명, 1067주기 중 40세 이상의 환자, 질초음파상 자궁근종을 

시사하는 경계가 명확한 종괴의 소견을 보인 경우, 불임의 원인이 남성 요인인 

경우, 과배란 유도시 저조한 반응을 보인 경우 등을 제외한 413명, 551주기를 대

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방법

2.2.1. 자궁근층 두께의 측정

 질초음파는 모든 환자에서 Aloka SSD-1700 또는 Aloka SSD-α10을 사용하여 과

배란 유도 전에 시행되었다. 자궁내막과 자궁장막을 경계로 전부, 후부, 기저부 

자궁근층의 두께를 각각 측정하였고 이 중 가장 큰 값을 최대 자궁근층의 두께로 

정하여 이 두께에 의해 모든 환자를 A군 (<2.00cm : 302명, 397주기), B군 

(2.00-2.49cm : 63명, 81주기), C군 (≥2.50cm : 48명, 73주기)으로 구분하였다. 

2.2.2. 자궁선근증의 질초음파 소견 동반 유무 조사

 

 자궁근층의 비후 이외의 자궁선근증의 질초음파 진단 기준인 자궁근층의 줄무

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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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2.2.3. 과배란 유도 방법

 

 과배란 유도를 위해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Superfact, Sanofi-Aventis, Paris, France)와 재조합

인간난포자극호르몬 (recombinant human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rhFSH)(Gonal 

F, Merck Serno, Geneva, Switzerland)을 사용하였다. 하나 이상의 난포 지름이 

18mm 이상인 경우 10,000 IU의 인간융모성생식샘자극호르몬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Pregnyl, Schering-Plough, Kenilworth, NJ, USA)을 근육주

사하거나 6,500 IU의 재조합인간융모성생식샘자극호르몬(recombinant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rhCG)(Ovidrel, Merck Serno, Geneva, Switzerland)을 피하주사하였

다. 

2.2.4.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인간융모성생식샘자극호르몬 투여 35시간 후에 질초음파를 이용하여 난자-난구 

복합체를 흡입채취하였고 채취 4-6시간 후 수정을 시행하였다. 수정된 배아는 난

자채취 3일 후 자궁강내로 이식하였다. 난자채취를 시행한 날부터 14일 동안 

progesterone 50-100 mg을 매일 근육주사하였고 임신이 확인된 경우 6-8주간 근

육주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난자채취 3-4주 후 질초음파상 자궁내에 심장

박동이 보이는 태낭이 확인되는 경우를 임상적 임신으로 정의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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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통계학적 검정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사용하여 chi-square test와 ANOVA에 의해 시행되었고 P<0.05인 경우를 통계

학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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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3.1. 자궁근층 두께의 평균

 

 총 413명의 환자에서 질초음파상 자궁근층 두께의 평균 ± 표준편차는 전부 ; 

1.66 ± 0.48cm, 후부 ; 1.75 ± 0.50cm, 기저부 ; 1.37 ± 0.35cm으로 각각의 자궁

근층 두께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후부의 자궁근층이 가장 두꺼

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5). 자궁근층의 두께가 2.00cm 이상인 경우를 제외

한 A군 (<2.00cm : 302명)에서도 질초음파상 자궁근층 두께의 평균 ± 표준편차는 

전부 ; 1.51 ± 0.21cm, 후부 ; 1.56 ±  0.21cm, 기저부 ; 1.30 ± 0.19cm으로 각

각의 자궁근층 두께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후부의 자궁근층이 

가장 두꺼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5)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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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13명) A군 (302명)

평균 ± 표준편차 

(cm)

범위 

(cm)

평균 ± 표준편차 

(cm) 

범위 

(cm)

전부 1.66 ± 0.48 1.05-5.25 1.51 ± 0.21 1.05-1.99

후부 1.75 ± 0.50 1.06-5.26 1.56 ± 0.21 1.06-1.98

기저부 1.37 ± 0.35 0.78-4.20 1.30 ± 0.19 0.78-1.88

표 1. 자궁근층 두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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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 환자의 특성

 환자의 연령, 불임 기간, 이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시행 횟수, 불임의 원인에 

있어서는 세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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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 (397주기)  B군 (81주기)  C군 (73주기)

연령 (세)a 33.0 ± 3.7 33.7 ± 3.7 33.6 ± 3.7

불임 기간 (년)a 3.2 ± 1.2 3.3 ± 1.4  3.3 ± 1.5

이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시행 횟수a

0.5 ± 0.7 0.5 ± 0.8 0.5 ± 0.7

불임의 원인

   난관 요인 (%) 160 (40.3) 32 (39.5) 26 (35.6)

   자궁내막증 (%) 39 (9.8) 7 (8.6) 11 (15.1)

   무배란 (%) 55 (13.9) 10 (12.3) 9 (12.3)

   원인불명 (%) 143 (36.0) 32 (39.5) 27 (37.0)

표 2. 대상 환자의 특성

a 평균 ±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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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배란 유도에 대한 반응의 비교

 인간융모성생식샘자극호르몬 투여일의 혈중 E2 농도, 채취난자의 수, 수정된 난

자의 수, 수정율, 이식된 배아의 수는 세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인간융모성생식샘자극호르몬 투여일의 자궁내막 두께는 A군과 B군에 비하

여 C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얇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5)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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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397주기)  B군 (81주기)  C군 (73주기)

E2 농도, hCG 투여일 

(pg/mL)a
1930.2 ± 1319.1 1725.3 ± 1314.0 2017.0 ± 1306.7

자궁내막 두께, 

hCG 투여일 (cm)a
1.1 ± 0.2 1.1 ± 0.2 0.9 ± 0.2*

채취난자의 수a 11.4 ± 7.2 11.8 ± 8.2 10.2 ± 5.0

수정된 난자의 수a 8.2 ± 5.6 8.3 ± 6.4 7.5 ± 3.9

수정율 (%)a 82.2 ± 18.7 81.7 ± 17.0 82.1 ± 19.6

이식된 배아의 수a 3.1 ± 0.8 3.2 ± 0.8 3.1 ± 0.8

표 3. 과배란 유도에 대한 반응의 비교  

a 평균 ± 표준편차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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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궁근층 두께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비교

 착상율, 임상적 임신율, 출산율은 A군 (22.8%, 56.4%, 46.9%)과 B군 (21.9%, 

53.1%, 40.7%)에 비해 C군 (12.3%, 31.5%, 15.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 (P<0.05). 반면에 유산율은 A군 (12.9%)과 B군 (20.9%)에 비해 C군 (52.2%)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자궁외 임신율은 세 군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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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 (397주기)  B군 (81주기)  C군 (73주기)

착상율 (%) 264/1158 (22.8) 55/251 (21.9) 28/228 (12.3)*

임상적 임신율 (%) 224/397 (56.4) 43/81 (53.1) 23/73 (31.5)*

유산율 (%) 29/224 (12.9) 9/43 (20.9) 12/23 (52.2)*

자궁외 임신율 (%) 9/224 (4.0) 1/43 (2.3) 0/23 (0.0)

출산율 (%) 186/397 (46.9) 33/81 (40.7) 11/73 (15.1)*

표 4. 자궁근층 두께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비교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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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궁근층 비후의 분포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비교 

 C군에서 각 자궁근층에서 2.50cm 이상의 두께를 나타내는 경우를 조사해 보면 

전부, 후부, 기저부에서 각각 37.5%, 64.6%, 14.6%로 나타났다. 2.50cm 이상의 

자궁근층 두께가 전부, 후부, 기저부 중 한 자궁근층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41명 

(85.4%), 두 자궁근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7명 (14.6%)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한 자궁근층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만 임상적 임신이 이루어졌다 (36.5%)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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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군 (73주기) 

1부분 (63주기) 2부분 이상 (10주기)

임상적 임신율 (%) 23/63 (36.5) 0/10 (0.0)

유산율 (%) 12/23 (52.2) -

출산율 (%) 11/63 (17.5) 0/10 (0.0)

표 5. 자궁근층 비후의 분포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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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궁선근증의 연관성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비교 

 B군과 C군에서 질초음파상 자궁선근증의 진단 기준 중 자궁근층 비후 이외의 다

른 영상 소견, 즉 자궁근층의 줄무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

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B군에서 81주기 중 29주

기 (35.8%)였고 C군에서 73주기 중 52주기 (71.2%)였다. B군 중 자궁근층의 비후 

이외의 다른 영상 소견을 동반하는 군에서 동반하지 않는 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착상율, 임상적 임신율, 출산율 및 높은 유산율을 보였다 (12.4%, 

34.5%, 17.2%, 50.0% vs. 27.2%, 63.5%, 53.8%, 12.1%) (P<0.05). C군 중 자궁근

층의 비후 이외의 다른 영상 소견을 동반하는 군과 동반하지 않는 군에 있어서는 

착상율, 임상적 임신율, 출산율, 유산율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1.6%, 26.9%, 11.5%, 57.1% vs. 14.0%, 42.9%, 23.8%, 44.4%)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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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81주기) C군 (73주기)

B-1군 

(52주기)

B-2군 

(29주기)

C-1군 

(21주기)

C-2군 

(52주기)

착상율

(%)

44/162 

(27.2)

11/89 

(12.4)*

9/64 

(14.0)

19/164 

(11.6)

임상적 임신율 

(%)

33/52 

(63.5)

10/29 

(34.5)*

9/21 

(42.9)

14/52 

(26.9)

유산율

(%)

4/33 

(12.1)

5/10 

(50.0)*

4/9 

(44.4)

8/14 

(57.1)

출산율

(%)

28/52 

(53.8)

5/29 

(17.2)*

5/21 

(23.8)

6/52 

(11.5)

표 6. 자궁선근증의 연관성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비교

B-1: 자궁근층의 줄무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함의 영상 소견을 동반하지 않는 B군 

B-2: 자궁근층의 줄무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함의 영상 소견을 동반하는 B군 

C-1: 자궁근층의 줄무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함의 영상 소견을 동반하지 않는 C군

C-2: 자궁근층의 줄무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함의 영상 소견을 동반하는 C군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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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자궁선근증은 병리조직학적 진단으로 확진되며 임상증상과 영상학적 진단은 불

확실하다. 그러나 불임 환자에서는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불가능하여 자궁선근증

의 진단이 임상증상과 영상학적 진단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자궁선근증의 영상

학적 진단에는 질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이 사용되고 있고 비

용, 사용의 편리함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평가에 있어서는 주로 질초음파가 이

용되고 있다.4,5,11,13 

 자궁선근증을 의심하는 불임 환자의 질초음파상 영상 소견은 구형의 자궁 형태 

또는 자궁근층의 전후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자궁근층의 비후, 자궁근층의 줄무

늬, 이질적 자궁근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

함 등이 있다. 자궁근층의 비후를 제외한 소견들은 매우 주관적이며 그 진단에 

있어 질초음파를 시행하는 검사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4 반면에 자궁근층의 

비후는 다른 영상 소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영상 소견이며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궁근층의 두께 측정을 통해 자궁근층의 비후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

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궁근층의 두께가 2.00cm 이상일 때 자궁근층 비후로 간주하였

으며 이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자궁근층 비후의 하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2.00cm

과 동일하다.14-16 자궁근층의 두께가 2.00cm 이상인 경우 2.50cm을 기준으로 B군 

(경증의 비후군 ; 2.00-2.49cm)과 C군 (≥2.50 cm)으로 나누었다. 

 자궁근층의 두께에 따른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자궁근

층의 두께가 2.50cm 이상인 C군에서 착상율, 임상적 임신율, 출산율의 통계학적

으로 의미있는 감소 및 유산율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경증의 비후를 보이는 B군에서도 A군과 비교하여 착상율, 임상적 임신율, 

출산율의 감소 및 유산율의 증가를 볼 수 있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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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근층이 두꺼워질수록, 특히 자궁근층의 두께가 2.50cm 이상의 경우에서 체

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이는 본 연

구의 결과는 Camargo 등에 의한 자궁선근증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이는 Camargo 등이 질초음파상 자

궁선근증의 진단 기준을 자궁근층 낭포의 유무로만 판단하였고 자궁근층의 비후

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17 또한 Chiang 등에 의한 전반적으로 비

대한 자궁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유산율

을 제외한 다른 임상적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과도 다른 결과로 그들은 전반

적으로 비대한 자궁의 모양, 이질적 자궁근층,  1-3mm 지름의 자궁근층 낭포의 

유무를 진단 기준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비대한 자궁의 질초음파 소견을 동반한 

19명의 불임 환자의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를 144명의 불임 환자 대조군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궁근층 비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았

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18

 C군에서 2.50cm 이상의 자궁근층의 두께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자궁근층은 후부

였고 두 자궁근층 이상에서 중복이 되어 나타날 경우에는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궁근층의 비후가 관찰되는 경우 그 이외의 자궁근층의 줄무늬, 이질적 자궁근

층, 자궁근층 낭포, 자궁내막과 자궁근층 접합부 경계의 모호함 등의 영상 소견

을 보이는 경우는 B군에서 35.8%, C군에서 71.2%로 자궁근층이 두꺼워질수록 더 

많이 동반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군에서 자궁근층의 비후 이외의 영상 소견을 

동반하는 군과 동반하지 않는 군 사이에 임상적 결과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있었

다. 이는 경한 자궁근층의 비후가 있을지라도 자궁근층의 비후 이외의 영상 소견

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임상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궁선근증이 임신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자궁근층의 변

형, 이소성 자궁내막조직에서 분비되는 prostaglandin에 의한 영향, 그리고 면역

학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19-22 본 연구에서 인간융모성생식샘자극호르몬 투여일

의 자궁내막의 두께가 A군과 B군에 비해 C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얇음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궁선근증에 의한 임상적 임신율의 감소에 있어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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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자궁내막의 두께  감소는 자궁내막 및 자궁

내막하 혈류 감소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으나 향후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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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질초음파상 자궁선근증이 의심되는 자궁근층의 비후, 특히 2.50cm 이상의 자궁근

층의 비후가 있는 경우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결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미한 자궁근층의 비후라 할지라도 임신을 원하

는 여성에서는 자궁선근증이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그에 맞는 빠르고 적절한 

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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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outcomes

in relation to myometrial thickness

Hyun Sik You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myometrial thickening on

the outcomes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

 Four hundered thirteen patients, a total of 551 IVF-ET cycles, were divided

into group A (<2.00cm), group B (2.00-2.49cm), and group C (≥2.50cm) based

on myometrial thickness. In group B and C, cases with other sonographic

findings suggestive of adenomyosis, such as myometrial striations,

heterogeneous myometrium, myometrial cysts, and poor definition of the

endometrial–myometrial junction, were examined and clinical outcomes were

compared.

The implantation, clinical pregnancy, and live birth rat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C compared to group A and B. The abortion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C compared to group A and B. Among patients

in group B, cases with other sonographic findings suggestive of adenomyosis

showed lower implantation, clinical pregnancy, and live birth rates, and higher

abortion rates compared to cases without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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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metrial thickening of more than 2.50cm on transvaginal ultrasonography

(TVUS) exerts overall adverse effects on IVF-ET outcomes. Even with mild

thickening (2.00-2.49cm), the presence of sonographic findings suggestive of

adenomyosis is associated with adverse outcomes of IVF-ET.

Key words : Myometrial thickness, Adenomyosis, IVF-ET outcome, TV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