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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with the endometrial lining are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infertility in women. The interior of the uterus is lined with a tissue
called endometrium, which is prepared each month for the arrival 
of an embryo and is the place where the embryo implants and resides
during gestation. When this does not occur, menstruation begins 
shedding the endometrial lining.

What is the endometrium?

Sometimes embryo implantation in the endometrium does not
develop successfully. This failure can occur for di�erent reasons. A 
particularly important factor is endometrial receptivity. The
endometrium is receptive when it is ready for embryo implantation 
to occur. This period of receptivity is called the window of
implantation. 

Endometrial receptivity

ERA links to a major improvement of the global 
pregnancy rate, up to 85%* in those personalized
transfers made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IGENOMIX Publications: 
*SREI Prize Paper 2016. 0-115 Simón et al. on behalf of the ERA RCT Consortium.
Díaz-Gimeno P. et al. - Fertil Steril 2011; 95(1): 50 - 60.
Díaz-Gimeno P. et al. - Fertil Steril 2013; 99 (2): 508 - 17.
Ruiz-Alonso M. et al. - Fertil Steril 2013; 100(3): 818 - 24.
Ruiz-Alonso M. et al. - Hum Reprod. 2014; 29(6): 1244 - 7.
Comstock IA. et al. - Fertil Steril 2016;  0282(16): 63007 - 8.

What are the advantages?

Ask your gynaecologist for further information and to assess your 
case.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tact us at:
www.igenomix.com/era-form

How can I access ERA?

ERA is a diagnostic method developed and patented by
IGENOMIX R&D department since 2009, after more than 10 years
of research. This technique allows us to evaluate the endometrial 
receptivity status of a woman. 

This biopsy is quickly and easily taken by gynaecologists in their 
consultation room. 

In our laboratory, the sequencing expression of 236 genes involved
in the endometrial receptivity is analyzed. An in-house designed 
computational predictor analyzes the data obtained, classifying
the endometrium as Receptive or Non-Receptive.

If receptive, the window of implantation (WOI) is defined as the 
day on which the biopsy was taken, meaning the embryo is capable
of implantation in the uterus during this period of time.

A state of non receptivity means that the window of implantation
is displaced.

The process may be repeated, according the recomendation given
in the first non receptive result to validate your optimal WOI.
Transferring an embryo at the optimal time maximizes your chances
of achieving a pregnancy.

ERA is the first test 
developed to evaluate 
endometrial 
receptivity with 
published clinical 
efficiency

What is the ERA?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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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막 (Endometrium)

ERA의 장점

ERA 검사 문의

ERA검사란？

자궁 내막 수용성
(Endometrial Receptivity)

자궁의 내벽인 자궁 내막(endometrium)은 매월 주기에 

따라 두꺼워지고 수정된 배아가 도달하여 착상하는 장소이

며, 태아가 임신 기간 동안 자라는 곳입니다. 자궁 내막의 

상태에 따라 양질의 배아를 이식해도 임신하지 못할 수 있으

며, 착상이 되지 않을 경우엔 생리가 다시 시작되면서 자궁 

내막이 얇아지고 수용력이 떨어집니다.

때로 체외수정 배아의 자궁 내막 착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상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밝혀진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궁 내막 수용성

(Endometrial Receptivity)입니다. 즉, 배아가 이식되는 

시기에 자궁 내막은 수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시기를 착상 창(Window of Implantation, WOI)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은 각각의 고유의 착상 창 시기가

있습니다.

ERA검사는 자궁 내막의 착상 창을 조사  
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임상 효율성이   
입증되고 발표 된 진단 테스트입니다. 
ERA 검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
의 타이밍에 배아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난임 여성의 배아이식 임상 사례 중 첫 IVF주기에서 

ERA 검사로 확인하고 배아이식 타이밍을 적용한 임신

율 결과는 72.5%입니다. (ASRMS 2019학회 발표)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의사분과의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 

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대표전화：1833-5784
이 메 일：era@igenomix.com
홈페이지：www.igenomix.kr

ERA 검사는 스페인 아이지노믹스 R&D부서에서 10년 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2009 년 개발 및 특허를 받은 진단 방법입니다. 
이 ERA 검사를 통해 가임 여성의 자궁 내막 수용성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RA 검사를 위한 조직 채취는 여성병원 전문의사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집니다.

아이지노믹스 연구소로 전달된 ERA 검체는 정밀한 품질 점검 
및 시퀀싱을 통해, 자궁내막 수용성에 관련된 248개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계한 예측 프로 
그램을 통해 자궁 내막 수용도를 "수용 가능"(Receptive)과 "수용 
불가"(Non-Receptive)로 구분합니다.

"수용 가능"(Receptive)으로 판명될 경우, 착상 창(WOI)은 검체
가 채취된 시점과 동일하며, 이 기간 동안 배아가 자궁에 착상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용 불가"(Non-Receptive)란, 검체 채취 시점이 비(非)수
용성이 상태이며, 착상 창(WOI)이 이동 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ERA검사과정에서 수용불가로 판명 될 경우, 최적의 WOI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RA 예측 진단 방식을 통해, 예비맘분들은 개개인의 최적
의 배아 이식 타이밍을 확인하여, 임신 성공의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임신율 향상*

*ERA관련 아이지노믹스 발간 논문
https://www.igenomix.eu/services/era-endometrial-receptivity-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