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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전립선 전립선 전립선 전립선 비대증 비대증 비대증 비대증 환자에서 환자에서 환자에서 환자에서 5-alpha 5-alpha 5-alpha 5-alpha Reductase Reductase Reductase Reductase Inhibitor Inhibitor Inhibitor Inhibitor 투여가 투여가 투여가 투여가 

Cyclooxygenase-2Cyclooxygenase-2Cyclooxygenase-2Cyclooxygenase-2의 의 의 의 발현에 발현에 발현에 발현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Cyclooxygenase (COX)는 arachionic acid가 prostaglandin과 eicosanoids으

로 변환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는 효소이다. COX-1은 거의 모든 인체조직에서 

발현이 되는 constitutive형이며 COX-2는 inducible 형태로 이것의 발현은 성장

인자나 mitogen, cytokine 등과 같은 특별한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전

립선 비대증 (benign prostatic hyperplasia)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5-α reductase inhibitor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 투여하여 

COX-2의 발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5-α reductase inhibitor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투여한 

군을 실험군(n=20)으로 하였고 5-α reductase inhibitor투여하지 않은 군을 대조

군(n=30)으로 하였으며 경요도전립선절제술로 전립선조직을 얻은 후 COX-2에 

대한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공초점현미경 및 영상분석기 (Zeiss LSM 5.0, 

Jena, Germany)를 이용하여 형광의 발현 정도를 평가하였다.

   전립선조직을 관찰하였을 때 COX-2는 luminal epithelium과 전립선기질에서 

발현되었고 전립선기질보다는 luminal epithelium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실험군

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있게 감소되었다 (p<0.05).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5-α reductase inhibitor가 전립선 비대증에서 

COX-2의 down regulation을 일으키며 COX-2는 전립선 비대증의 proliferation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Cyclooxygenase-2, 5-α Reductase Inhibitor,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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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송 송 송 송 재 재 재 재 만 만 만 만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이 이 이 상 상 상 상 봉봉봉봉

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전립선비대증은 고령의 남성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이에 의한 하부

요로증상은 일상생활의 불편과 수면장애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러

한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는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지며 그 중 내과

적 치료의 목적은  알파 교감신경차단제를 이용한 전립선 평활근의 이완과 5-α 

reductase inhibitor를 이용한 전립선 용적 감소에 의한 배뇨증상의 호전이다1. 이 

중 5-α reductase inhibitor는 전립선의 내피세포에서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의 발현을 증가시켜 전립선에서 세포고사를 유발하고 전립선

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3. Cyclooxygenase (COX)는 COX-1과 

COX-2의 두 가지의 isoenzyme이 있으며 60%의 동일한 염기배열을 가지고 있다

4,5
. COX-1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되어 생리학적인 반응을 조절하는데 반해 

COX-2는 inducible form으로 mitogen, 성장인자, glucocorticoid와 cytokine 등

에 의해 발현되어 체내의 병리학적 반응에 관여한다
6
. 또한 COX-2는  위암, 직장

결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발현의 증가를 보이며

7-11 최근 전립선암에서 COX-2의 발현 및 암종의 진행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12-16

, Kirschenbaum 등
16

은 전립선암 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COX-2 발현이 증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COX-2와 5-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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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ase inhibitor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5-α 

reductase inhibitor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 투여하여 COX-2의 발현을 연구함으

로서 전립선비대증에서 5-α reductase inhibitor와 COX-2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3 -

제 제 제 제 2 2 2 2 장장장장. . . .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2.1. 2.1. 2.1. 2.1. 대상 대상 대상 대상 환자환자환자환자 

   2002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된 환자 50명을 대상

으로 5-α reductase inhibitor (Proscar, MSD, 5㎎/일) 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투

여한 군을 실험군 (n=20)으로 하였고 5-α reductase inhibitor투여하지 않은 군

을 대조군 (n=30)으로 하였으며 경요도전립선절제술로 전립선조직을 얻은 후 

COX-2에 대한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2.2. 2.2. 2.2. 2.2. 실험 실험 실험 실험 방법방법방법방법

   적출된 전립선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하루 동안 고정시키고 흐르는 물

에 수세하여 고정제를 제거하고 탈수하였다. 투명화과정 후 paraffin에 포매하였

으며 조직블럭은 silane으로 전 처리된 slide에 4 ㎛두께로 절편을 제작하여 부착

시켰다. 조직은 xylene에서 10분씩 3회 처리하여 파라핀을 제거한 후 100% 

alcohol에서 2회, 95%, 90%, 80%, 70% alcohol에서 각각 5분씩 처리하여 함수

시킨 후 항원의 노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0.01 M sodium citrate buffer (pH 

6.0) 용액에 담가 10분간 극초단파오븐 (microwave oven)으로 전처치하였다. 

0.02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에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비특이적인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20% goat 혈청 (RBI, MA, USA)을 처리한 

후 각각의 slide에 COX-2에 대한 일차항체로 mouse anti-human COX-2 

monoclonal antibody (1:200; Transduction Lab. Inc., Franklin Lakes, NJ, 

USA)를 처리한 후 37℃에서 1시간 적용하였다. PBS로 30분간 3회 세척한 후  

이차항체는 mouse IgG-FITC (1:2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를 사용하였다. 0.1% Triton X-100 (Sigma-Aldrich Corp., 

St. Louis, MO, USA)가 함유된 0.02 M PBS로 30분씩 2회 세척한 후 PBS로 

1시간 세척하였다. 이차항체를 반응시킬 때는 어두운 곳에서 실험을 하였다. 염

색이 끝난 슬라이드는 mounting media (Dako, Carpinteria, CA, USA)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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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봉입하였다.

2.3. 2.3. 2.3. 2.3. 영상분석 영상분석 영상분석 영상분석 및 및 및 및 통계 통계 통계 통계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한 전립선조직은 각각의 부위에 따라 공초점현미경 및 

영상분석기 (Zeiss LSM 5.0, Jena, Germany)를 이용하여 형광의 발현 정도를 평가

하였다. 즉 하얗게 염색된 세포를 0으로, 검게 염색된 세포를 255로 판정하여 염색

정도를 gray scale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각 조직 당 적어도 5 field를 관찰하였고 

t-test를 이용하여 p값이 0.05이하를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통

계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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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장장장. . . .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50명의 전립선비대증환자 중 5-α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하지 않은 30명

의 대조군과 적어도 3개월 이상 5-α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한 20명의 실험

군에서 얻은 전립선조직에 대해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대조군의 나이는 

68.6±6.1세였으며, 혈청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는 3.27±1.78 ng/㎖였고, 전립선의 

크기는 65.2±23.1 ㎖이었으며 실험군의 나이는 66.9±6.0세였으며, 혈청전립선특

이항원의 수치는 2.59±1.73 ng/㎖였고, 전립선의 크기는 58.3±28.8 ㎖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1). COX-2에 대한 면역형광

염색 후 공초점현미경으로 전립선조직을 관찰하였을 때 COX-2는 luminal 

epithelium과 전립선기질에서 발현되었고 전립선기질보다는 luminal epithelium에

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 1). 대조군에서 COX-2의 발현강도는 154.6±13.0이

었고 실험군에서는 145.1±13.1로 대조군의 발현이 실험군의 발현보다 진하게 염색

되었고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 (Fig. 2, 3)(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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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1.1.1.1.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대조군

(n=30)

실험군

(n=20)
p- value

Age(years) 68.6±6.1 66.9±6.0 p>0.05

Serum-PSA(ng/ml) 3.27±1.78 2.59±1.73 p>0.05

Prostate Vol.(ml) 65.2±23.1 58.3±28.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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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BBBB

Fig. Fig. Fig. Fig. 1.1.1.1. The specimens were stained with mouse antihuman COX-2
∗
 

monoclonal antibody using the immunofluorescence staining. A: Expression of 

COX-2 was demonstrated in luminal epithelium and smooth muscle cells in 

BPH. B: Luminal epithelium (red area) was more strong expression of COX-2 

than in stroma.  (∗; cyclooxygen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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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2.2.2.2. Immunofluorescence staining of COX-2. Control group(A) was more 

strong expression of COX-2 than that of experimental group(B). Green 

color (mouse Ig G FITC) was expression of COX-2. Blue color was DAPI 

staining of nucleus. (× 4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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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value <0.05

Fig. Fig. Fig. Fig. 3.3.3.3. The control group showed stronger expression of COX-2 than that of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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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장장장. . . . 고  고  고  고  찰 찰 찰 찰 

   
Cyclooxygenase(COX)는 2개의 아형을 가지는 효소로 arachidonic acid를 

prostaglandin과 eicosanoid로 전환시킨다
22,23

. COX-1은 정상 인체조직에서 발

현되는 상주 유전자인 반면 COX-2는 성장인자, 종양 유발인자, 종양 유전자, 발

암물질 등에 의해 유발되는 초기 반응효소이다
24,25

. 몇몇 연구에서 COX-2는 소화

기관
26

, 담관
24

, 췌장
25

, 두부 및 경부
9
, 폐

10,11
, 유방

12
, 악성종양에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대장암에서 COX-2 억제제로 치료한 환자에서 대장암의 위험도

가 낮았다는 역학적 자료도 보고되었다
27

.

   최근 비뇨기과 영역에서는 전립선암과 Cyclooxygenase-2와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전립선에서 COX-2는 전립선

비대증에 비해 전립선 상피내암과 전립선암에서 발현이 증가되고 종양의 분화도

가 높을수록 발현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17

. Gupta 등
16

은 근치

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한 검체에서 종양과 주위 간질에서 면역조직화학 분석을 

통해 COX-2의 발현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COX-2는 비뇨기과 영역에서 전립

선암, 방광암 등의 종양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의 결과가 보고되었고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 이다. 생체 내에서 종양의 발생과 진행과정에서 COX-2의 역할은 

아직 확인되어 있지 않으나 전립선 상피내암 조직의 기저세포에서 COX-2 발현의 

증가는 COX-2와 prostaglandin이 전립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된다. 

   고분화도 전립선 상피내암의 luminal cell에서 COX-2의 발현증가가 보고되었

다
16

. 고분화도 전립선 상피내암은 전암성 병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basal 

cell 및 luminal cell에서의 COX-2 과발현은 COX-2가 전립선암에서 발생과 진

행에 관여됨을 의미한다
21

. 전립선암의 분화도에 따른 COX-2 발현은 Gleason 

score 8~12인 분화도가 나쁜 종양에서 Gleason score 1~3인 분화도가 좋은 종

양에 비해 명백히 높은 COX-2의 발현을 보였다는 연구결과28,29와 상관관계가 없

다는 연구결과
30

가 있어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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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전립선암 뿐만 아니라 정상 전립선에서 COX-2의 발현을 연구한 시

도가 있는데 Kirschenbaum 등
21

은 인간 전립선 내 평활근세포와 기저 상피세포

의 대부분에서 COX-2의 높은 발현을 보고하였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 평활근

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prostaglandin은 평활근 기능과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 평활근에서 COX-2의 높은 발현은 전립선 비대증이 병리학

적으로 prostaglandin의 생산물과 COX-2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

자들은 전립선 비대증환자에서 COX-2의 발현정도를 알고자 하였고 특히 5-α 

reductase inhibitor로 치료한 전립선 내에서 COX-2의 발현정도 및 부위를 알아

봄으로서 전립선 비대증 발생 원인에 대한 새로운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하여 7년간의 추적검사 후 발표된 Prostatic Cancer 

Prevention Trial (PCPT)연구에서 finasteride를 복용한 군에서 위약을 복용한 

군에 비해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24.8%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8. 위의 연구는 

Type 2 5-α reductase의 결핍은 전립선 내의 dehydrotestosterone (DHT) 수

치를 낮추고 전립선암을 방지한다는 가설에 의거한 것이다. 전립선 비대증의 내과

적 치료 중 5-α reductase inhibitor는 testosterone이 전립선내 안드로겐 수용기

와 결합하기 위한 DHT로의 변환을 억제함으로서 전립선 용적의 감소를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 최근 Glassmann 등
31

은 5-α reductase inhibitor 치료 후 전립선의 

세포고사를 관찰하였으며 이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이라는 

성장인자가 세포고사 유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Saez 등
31

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finasteride 치료 후 전립선의 

용적이 줄어드는 세포고사는 남성호르몬의 박탈시 더욱 증가하며 이는 apoptotic 

cell death에서 TGF-β신호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성장인자 중의 하나인 TGF-β1이 5-α reductase inhibitor에 의해 전립선

의 세포고사 과정 중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하였고, 

TGF-β1이라는 성장인자에 의해 COX-2의 발현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 후 본 연

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5-α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한 군에서 사용하지 않

은 군에 비해 COX-2의 발현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에

서 5-α reductase inhibitor의 사용이 전립선의 세포고사를 유도하여 전립선의 용



- 12 -

적 감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전립선암의 화학적 예방약으로서의 

5-α reductase inhibitor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

된다. 향후 COX-2발현과 5-α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한 더 많은 연구대상에 

대해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선택적 COX-2 억

제제의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에 의해 그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함으로서 전립선암

의 예방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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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장장장.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5-α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COX-2에 대한 면역조직형광염색을 시행한 결과 5-α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한 군에서 COX-2의 down regulation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COX-2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전립선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저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5-α reductase inhibitor가 전립선 비대증

에서 COX-2의 down regulation을 일으키며 이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치료제로 

사용시 전립선의 용적을 줄임과 동시에 전립선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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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Effect of 5- alpha Reductase Inhibitor on on on on thethethethe Expression of 

Cyclooxygenase-2 in patient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Sang-Bong  Lee

                                                       Dep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 Cyclooxygenases are important enzymes in the conversion of  

arachidonic acid to prostaglandins and eicosanoids. Cyclooxygenase-1 

(COX-1) is constitutively expressed in almost all human tissues. 

Cyclooxygenase-2 (COX-2) is the more inducible form and it has been thought 

that COX-2 is over-expressed in response to specific stimuli such as growth 

factors, mitogens and cytokin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5-α reductase inhibitor on the expression of COX-2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Patients Patients Patients Patients and and and and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Fifty patients who had diagnosed with BPH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n=20) was administrated  5 

mg of the 5-α reductase inhibitor daily for at least 3 months, while the control 

group (n=30) was not administrated with the drug. Prostatic tissues were 

obtained from both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by 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TURP). Specimens were stained with mouse anti-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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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2 monoclonal antibodies using immunofluorescence staining. The 

expression of COX-2 was analyzed with confocal microscope and an image 

analyzer.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COX-2 was expressed in the luminal epithelium and smooth muscle 

cells of BPH patients. COX-2 expression was found in the luminal epithelium 

than in the stroma. The control group showed stronger expression of COX-2 

than that of experimental group (p<0.05).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5-α reductase inhibitor 

down-regulates the expression of COX-2 in patients with BPH and suggest 

that COX-2 may play a role in the proliferation of  prostatic tissue in patients 

with BPH

Key words : Cyclooxygenase-2, 5-α Reductase Inhibitor, Benign Prostate 

Hyper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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