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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DDDNNNAAA mmmiiicccrrroooaaarrrrrraaayyy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난난난소소소의의의 자자자궁궁궁내내내막막막종종종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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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은 자궁 내막 이외의 여러 장소에 이소성 내막조직이 존재하
는 비교적 흔한 부인과 질환으로 심한 생리통,만성적인 골반통증,성교통
을 유발하며 불임의 주요 원인이 된다.조직학적으로 양성 질환이지만 임
상적으로 악성의 양상을 보여 치료하기 어렵고 병태생리,발병기전,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질환이다.과학 기술의 발달로 병변과 정상
조직 사이의 단백질 발현 및 유전자 발현의 차이의 분석이 가능해졌고 동
시에 여러 유전자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DNA chip이 개발된 후에 자궁
내막증에서도 질환에 특이한 표적유전자를 발견하여 병태생리와 조기진단,
추적관찰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된 자궁내막증 (StageIV,미국 생식의학회)인 난소
의 자궁내막종이 확인된 환자 4명과 산과,부인과 수술시 우발적으로 발견
된 난소의 혈성 또는 기능성 낭종을 대조군으로 하여 환자의 난소의 자궁
내막종 조직과 병변 주변의 정상 난소조직,그리고 대조군의 난소조직으로
유전자 미세배열 분석을 한 후에,역전사 중합연쇄반응(RT-PCR)을 통해
mRNA의 증폭을 확인하였다.
총 23,920개의 유전자가 부착된 DNA chip을 사용한 유전자 미세배열 결
과 환자의 자궁내막종 병변에서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한
유전자가 401개,2배 이상 유의하게 감소한 유전자가 98개 관찰되었는데,
이 중에 62개 유전자가 3배 이상 현저하게 증가하였고,39개 유전자가 3배
이상 현저하게 감소하였다.환자의 자궁내막종 병변과 정상 난소조직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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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배 이상 증가한 유전자는 13개 감소한 유전자는 4개였다.
COL8A1,CALD1,ACTG2,PCOLCE,COL16A1,SPON2등 세포구조와
세포주기 및 세포접착에 관련된 유전자와 MMP11,AEBP1,ECEL1,
TPSB1,MMP2 등 단백질 대사와 변이에 관련된 유전자,그리고 C3,
COMP,SOD3,C4B,PLAT 등 면역과 방어 기능을 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다.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결과 세포외기질,
신호전달 물질,세포막수용체,세포 구조단백에 관련된 유전자가 대부분이
었다.CYP11A1,HSD3B2,APOC1,TM7SF2, SCD, HMGCR, CYP51A1 

등 지질 및 스테로이드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와 GSTA1,GSTA3,GSTA5
등 면역과 세포방어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환자의 병변조직과 정상조직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환자의 정상조
직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유전자는 PLAU,MOXD1,
PACAP,C4A,FAP,C4B,CSPG2,IGJ,MMP11,LOC374572,COMP의 11
개였고,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역전사 중합연쇄반응(RT-PCR)을 시행하여
mRNA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유전자는 MOXD1과
CSPG2의 2개였다.
위의 결과로 진행된 자궁내막증 환자의 경우 세포주기 조절,세포구조
단백,세포유착,세포 분화 등 내막세포가 이소성 장기에 착상하고 성장하
는데 필요한 세포의 침습과 재구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고 할 수 있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자궁내막증,난소의 자궁내막종,유전자 미세배열,유전자
발현,역전사 중합연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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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박박박 기기기 현현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안안 은은은 희희희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자궁내막증은 난소,난관,복막,장 등 자궁내막 이외의 여러 장소에 이
소성 내막조직이 존재하는 비교적 흔한 부인과 질환으로 심한 생리통,만
성적인 골반통증,성교통을 유발하며 불임의 주요 원인이 된다.1,2,3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심한 생리통은 약물로 쉽게 조절되지 않아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며,조직학적으로 양성 질환이지만,다른 조직으로 침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타 장기로 전이하는 것은 물론,수술 또는 호르몬 치
료 후에도 재발되는 등 임상적으로 악성의 양상을 보이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높은 유병율과 지금까지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병인 및 병태생리,발병기
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조기 진단 및 적합한 치료,추적 관찰이 쉽지
않은 질병으로 임상증상과 혈액내 증가된 CA-125수치,초음파 검사로
골반내 이상 종괴의 유무로 진단하지만,복막이나 자궁 후면 등 골반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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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퍼진 내막세포는 종괴가 형성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렵고,종괴가
형성된 자궁내막증은 이미 병기 3-4단계 (StageIII-IV)의 진행된 질환이
기 때문에 질병의 자연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생리혈의 역류로 자궁내막세포가 파종되어 자라는 착상설
(implantation theory)

4
과 체강 상피의 화생설 (ceolomic metaplasia theory),

유도설 (induction theory) 등의 가설이 있고 그 외에 내막세포의 직접 전이
설 (induction theory)

5,배아 잔류설 (embryonic rests theory)
6,임파 및 혈관

전이설 (lymphatic and vascular metastasis theories)
7 등이 병인으로 거론되

어왔다.생리혈의 역류로 인한 착상설(implantationtheory)4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내막세포가 다른 정상조직에 부착된 후 기저판을
침습하여 착상하는 과정이 중요한 병태생리로 생각되었고,따라서 세포주
기(cellcycle)조절,세포의 성장과 재구성 (cellgowthandremodelling)및
세포접착 (celladhes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역류된 이소성 내
막세포의 세포자연사(apoptosis)에 관련된 단백질8,세포외기질의 분해,침
습 및 착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에게서(90%)생리혈 역류가 관찰되지만9자궁내막
증의 평균적인 유병율은 약 10% 내외로 일부에서만 자궁내막증이 발생하
는 것과,어머니와 자매 등 직계가족이 자궁내막증에 이환된 경우 발병 위
험이 대조군에 비해 7배 정도 증가하고10,12,일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
이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높다는 보고는10,11역류된 내막세포의 착상설만으
로 설명하기 어렵다.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자궁내막증이 단일 질환이라기보다
발병위치와 임상증상에 기초한 다양한 질환군이라는 개념의 변화와 유전인
자,면역인자,환경인자가 질병의 진행에 상호 작용한다고 생각된다.12,14-16

실제로 내막세포의 세포주기 조절(cellcycleregulation)의 장애가17,18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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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세포증식과 소실의 균형을 유지하고,분화 및 발달을 조절하는 세
포자연사 (apoptosis)기능이 환자의 역류된 내막세포에서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19,20,이소성 내막세포가 복막에 착상할 때 골반강내 염증 반응21,22및
대식세포 및 자연 살세포의 기능과21,23,복강액내 성분의 변화 등26면역반
응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내막세포의 이상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생리혈 역류가 관찰된 여성의 일부에서만 자궁내막증이
발생하고,직계가족과 일반 대조군 사이에 유병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병인으로 내막세포의 이상만이 아니라 발병위치인 복막이나 난소의
내막세포에 대한 친화력의 차이,혈연간의 유전적 소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과학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기법을 이
용하여 병변과 정상 조직 사이의 단백질 발현 및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분
석하여 병태생리의 이해와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궁내막
증에도 해당된다.2003년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모두 밝혀지는 과학적인
쾌거에 의하여 이제 사람의 유전자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DNA chip을
사용하여 임상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은 최신 기법을 이
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한 번에 수천,수만 개의 유전자 발현을 동시
에 검사하고 분석하여 다량의 유용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고,아직
까지 병인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그에 따라 진단
및 치료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24

특징적인 임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상 조직과 병변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비교하여 질환에 특이한 표적 유전자를 발견한다면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따
라서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대에 자궁내막증의 호발 부위인 난소에 종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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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임상적으로 병기 4(StageIV)의 진행된 자궁내막증 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난소조직 그리고 대조군의 난소
조직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DNA chip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궁내막증
의 표적유전자를 찾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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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포천중문 의과대학 분당차병원에서 난
소의 자궁내막종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중 연령이 20대이며,출산력이 없
고,미국 생식의학회 정의상 병기 4(StageIV)인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환자는 모두 생리주기가 규칙적이었고,수술 전 1년 동안 호르몬 치
료를 받은 과거력과,내과 외과 및 내분비질환의 병력이 없었다(Table1).
대조군으로 자궁외 임신으로 난관 절제수술 시 발견된 난소의 기능성낭종
과 황체낭종,제왕절개수술 시 발견된 기능성낭종 등 모두 4명의 난소조직
을 사용하였다.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난소조직,그리고 대조군의
난소조직으로 유전자 미세배열 분석을 하였고, 역전사 중합연쇄반응
(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chainreaction,RT-PCR)을 통해 미세
배열의 결과를 검증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informedconsent를
받았고,임상시험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검체채취

복강경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통해 난소의 자궁내막종괴를 얻은 즉시
Dulbecco'sphosphatebufferedsaline으로 충분히 세척하여 혈액 등의 오
염을 제거하였고,내막종이 있는 난소조직을 0.5x0.5cm 크기로 절제하여
액화질소에 넣어 snapfreezing한 후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하였다.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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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의 전층을 포함시켰다.내막종괴의 나머지 부분은 조직검사를 위해 병
리검사실로 보내졌고 병리 의사의 확진을 받았다.자궁내막증 환자의 난소
에서 병변을 모두 제거한 후 육안적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는 난소조직을
0.5cm 정도 절제하여 사용하였다.대조군의 난소조직도 같은 크기로 절제
하였다.

나.RNA의 추출

조직을 각각 50-100mg으로 균등하게 분리한 후에 500μl의 Trizolⓡ

(GibcoBRL)이 들어있는 tube에 첨가하여 총량을 1ml로 맞춘 후 tube를
4℃로 유지한 상태에서 plasticpestle로 조직을 마쇄하여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고 200μl의 chloroform (Sigma)을 첨가하여 15초간 고루 섞어 준 후
상온에서 3분간 방치한 후 4℃에서 13,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분리하였다.분리한 상층액에 500ul의 IsopropylAlcohol(Sigma)
을 첨가한 후 고르게 섞어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13000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75% alcohol1ml를 첨가하여 9500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상층액을 버린 후 상온에서 5분간 pellet건조시키고 여기에
DEPC(diethylpyrocarbonate,Sigma)증류수 30μl를 첨가하여 55℃에서 10
분간 용해시킨 후 260nm와 280nm의 파장에서 흡광도와 정제도를 측정하
고 (UV-1601PC,Shimadzu),RNA NanoLabchip(AgilentTechnologies)으
로 18s/28s비율을 측정하여 1.3이상으로 적합함을 확인한 후 -70℃ 급속
냉동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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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NA 미세배열

본 연구에서는 총 23,920개의 gene이 표현되어 있는 Sentrix㉿ HumanRef-8
ExpressionBeadChip(Illumina,USA)을 유전자 분석에 사용하였고,마크로젠
(주)에 의뢰하여 DNA chip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Sentrix㉿ HumanRef-8ExpressionBeadChip(Illumina,
USA)은 가장 발전된 미세배열 기법으로 광학섬유 다발이나 silicaslide처럼
편평한 표면 끝에 형성된 microwell에 광학적으로 짜여진 구슬(bead)을 배
치한 Beadarray이다.각각의 microwell에 유전자 발현 분석의 capture
sequence로 작용하는 특이 oligonucleotide로 둘러싸인 3micron의 silica
beads가 균일하게 위치하여 2micron의 균등한 깊이를 갖는 매우 독특한
공간 배치를 한다.
Bead에 코팅되어 있는 oligonucleotides가 형광 표지 반응에 의해 발색
반응을 보이고,발색된 각각의 bead가 이미지 판독기에 의해 주사되어 해
석된다.이 Beadarray의 장점은 배열의 기질 (fiberbundlesorchip)에 의
존하지 않고 각각의 배열된 bead마다 기능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제품에 비
해 15배 이상 고밀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세배열 기질 (arraymatrix)과 beadchip에는 개별적으로 제조되어 엄격
한 품질관리를 거친 동일한 bead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현재 96개의 다른 검체를 사용할 수 있는 SentrixArray
Matrix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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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통계분석

DNAchip결과에 대한 통계학적인 분석은 Avadisprophetic3.3software
를 사용하여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편차(bias)를 줄이기 위해
서 Quantilenoamalization후에,세 그룹간의 평균차를 비교하는 1-way
anova(FDR로 p-value보정)를 적용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multiplecomparsiontest인 pairwisetest로 검증하였다.

마.역전사 중합연쇄반응 (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chain
reaction,RT-PCR)으로 유전자 발현의 유효성 검증

DNA chip연구로부터 얻은 결과,즉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 목
록 중에서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병변을 제거하고 남은 정상 난소조직
사이에 유의하게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있지만,환자의 정상 난소조직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는 유전자를 선택하여 RT-PCR를 시행하여
mRNA의 발현 차이를 확인하였다.실험군의 조직을 Trizolⓡ (GibcoBRL)
을 사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RNA를 분리하였다.동량의 2gtotalRNA를
사용하여 MMLV reversetranscriptase(Promega)와 oligo(dT)primer를
사용하여 역전사반응을 수행하여 cDNA를 합성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각
유전자들의 발현양상을 2MyiQ system (Bio-Rad)을 사용한 RT-PCR로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각각의 primer에 대한 RT-PCR조건을 최적화하였
고 internalcontrol유전자로 GAPDH를 사용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세 번
의 실험을 통한 평균치를 구하여 시행하였다.이용한 primer들의 염기서열
을 정리하였다 (Table2).
각 그룹별 유전자 발현의 정량적 분석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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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ANOVA 및 loglinearmodel을 이용하였고,p값이 0.05보다 작
은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Table1.Clinicalfeaturesofpatientswithovarian endometriosisand
normalcontrols.

*P:patient,**N:normalcontrol,#S:secretaryphase,##O:ovulatoryphase
$rAFS:AmericanSocietyforReproductiveMedicine(1997)
@E2:estradiol,%P4:progesterone

Patient Age Phase
rAFS$stage
(score)

Cyst
size(cm)

CA125 FSH LH E2@ P4% Parity

P1* 25 S# StageIV(76) 4,3 49.8 7.65 17.35 16.9 0.8 G0P0
P2 28 S StageIV(92) 7 60.1 3.73 5.14 54.2 4.8 G0P0
P3 24 O## StageIV(70) 4,3 37.8 11.2021.46 18.1 0.1 G0P0
P4 25 S StageIV(104) 8,6 363.9 4.37 8.63 201 0.99 G1P0
N1** 27 Ectopicpregnancy 12.6 1.03 0.38 182 4.1 G3P2
N2 35 Ectopicpregnancy 18.9 0.30 0.07 176.0 7.6 G4P3
N3 38 IUPat38weeks 17.3 0.11 0.07 897.0 23.3 G2P1
N4 27 IUPat38weeks 22.5 0.12 0.07 658.0 8.9 G1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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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Primersequencesfor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chain
reaction.

Gene OligonucleotideSequence AT*(oC)Size(bp)

C3 F# 5'-GGTACCTCTTCATCCAGACA -3'
R##5'-ATAGTAGGCTCGGATCTTCC-3' 59 248

C4A F 5'-CTTCACCCTTAGCTCAGAAA -3'
R 5'-AGAGTTCTCCACCATGACTG-3' 59 325

COMP F 5'-AGACCAGAAGGACAGTGATG-3'
R 5'-ACGTCGATCTTGTCTACCAC-3' 58 378

CSPG2 F 5'-CAGACAGCTTCTTTTCTGCT -3'
R 5'-AGGTATAGCCCATCTTCCAT -3' 58 281

FAP F 5'-AGGATACGTTTCATCACTGG-3'
R 5'-AGAGCTTTAGCAATCTGTGC-3' 55 273

IGJ F 5'-GCTGACTGCATAGCTCTTTT -3'
R 5'-GAGCATACCTCTTTCAGGTG-3' 55 251

LOC374572 F 5'-AGTTGAAGACCCCACTAACC-3'
R 5'-GAGCATGGAGTTTATTCAGG-3' 59 474

MMP11 F 5'-CTGTATCCCTGTTGTGAGGT -3'
R 5'-ACAGGATTGAGGTATGTTGC-3' 56 279

MOXD1 F 5'-AGGAAGGTCTCTCCTTCAAC-3'
R 5'-CCAAAGTGGACACAGTCTTT -3' 59 332

PLAU F 5'-AAGAGCTGGTGTCTGATTGT -3'
R 5'-CAGTGAGGATTGGATGAACT -3' 59 256

GAPDH** F 5'-ACCACAGTCCATGCCATCAC-3'
R 5'-TCCACCACCCTGTTGCTGTA -3' 60 452

*AT:annealingtemperature,**GAPDH:Glyceraldehyde-3-phophatedehydrogenase
#F:forwardprimer,##R:reverse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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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총 23,920개의 유전자가 부착된 DNA chip을 사용하여 미세배열을 한 결
과 환자의 자궁내막종 병변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전자 발현이 2배 이상 유
의하게 증가한 유전자가 401개였고,2배 이상 유의하게 감소한 유전자가
98개였다.실험군인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난소조직 사이에 2배
이상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는 13개였고,감소한 유전자는 4개였다.
유전자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한 401개의 유전자와 감소한 98개의 유전
자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Table3).세포자연사 (apoptosis),세포주기
(cellcycle)의 조절,세포의 성장과 분화 (cellproliferationanddifferentia-
tion)기능과 관계있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특히 세포의 구조 (cellstructure)와 세포의 접착 (celladhesion)및 세포
운동 (cellmotility)에 관련된 다수의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핵산의 대
사 (Nucleicacidmetabolism),단백질 대사와 변형 (proteinmetabolism and
modification)및 신호전달 (signaltransduction)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도
증가되었다.
반면에 지질 및 스테로이드 대사 (lipid,fattyacidandsteroidmetabolism)
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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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Numberofgenesupordown-regulatedbeyond2foldsinthe
patientscomparedwithcontrolgroup.

Functionagrouping No.ofup-regulation No.ofdown-regulation

Estrogenreceptoractivity 1 0
Tumorsuppressor 1 1
Angiogenesis 3 0
Cellsizegrowth 4 2
Apoptosis 7 2
Cellcycle 8 5
Cellproliferationanddifferentiation 16 3
Cellstructure 27 4
Celladhesion 27 4
Lipid,fattyacidandsteroidmetabolism 9 26
Nucleicacidmetabolism 23 5
Cellstructureandmotility 42 4
Immunityanddefense 28 15
Proteinmetabolism andmodification 29 0
Cellcommunication 46 6
Developmentalprocesses 58 5
Signaltransduction 72 16



- 14 -

자궁내막증 병변 조직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유전자를 분류하여 기능에
따라 정리하였다 (Table4).세포외기질 (extracellularmatrix),신호 전달
물질 (signaling molecule),세포막수용체,세포 구조단백 (cytoskeletal
protein),세포접착 등에 관련된 다수의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산화
환원 효소 (oxidoreductase)와 관계된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되었다.

Table4.Numberofgenesinthespecificfunctionalcategorieswitha
highfrequanciesofappearanceinovarianendometrioticcysts.

Fuctionagrouping No.ofup-regulationNo.ofdown-regulation

Extracellularmatrix 47 0
Signallingmolecule 30 3
Receptor 29 5
Cytoskeletalprotein 25 3
Actinbindingcytoskeletalprotein 20 3
Celladhesionmolecule 19 3
Transcriptionfactor 15 2
Selectregulatorymolecule 14 6
Nucleicacidbinding 14 4
Oxidoreductase 9 16
Immunityanddefenseprotein 8 1

앞의 결과에서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와 발현이 감소한 유전자로 clustergram을 그리고 (Fig.2,
3),발현이 3배 이상 증가한 62개 유전자와,3배 이상 감소한 39개의 유전
자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정리하였다 (Tabl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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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Clustergram ofup-regulatedgenesinovarianendometriotic
c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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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Clustergram ofdown-regulatedgenesinovarianendometriotic
c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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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Up-regulatedgenesinwomenwithovarianendometriosis
Accession
No. Symbol Group*

Foldup#
EN:N ED:EN ED:N

Genename

NM_000064 C3 I-D 5.05.05.05.0 2.6 13.113.113.113.1 Complement component 3

XM_350946 LOC374572 1.9 6.3 12.112.112.112.1

NM_000095 COMP I-D 1.21.21.21.2 6.66.66.66.6 8.48.48.48.4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

NM_003014 SFRP4 3.03.03.03.0 2.2 7.07.07.07.0 Secreted frizzled-related protein 4

NM_020351 COL8A1 C-str 5.55.55.55.5 1.2 6.76.76.76.7 Collagen, type VIII, alpha 1

NM_033138 CALD1 7.57.57.57.5 -1.2 6.06.06.06.0 Caldesmon 1

NM_001615 ACTG2 C-cyc 11.311.311.311.3 -1.9 5.85.85.85.8 Actin, gamma 2, smooth muscle, enteric

NM_005940 MMP11 P-M-M 1.6 3.4 5.65.65.65.6 Matrix metallopeptidase 11(stromelysin 3)

NM_001711 BGN C-com 3.03.03.03.0 1.7 5.55.55.55.5 Biglycan

NM_001996 FBLN1 2.82.82.82.8 1.8 5.45.45.45.4 Fibulin 1

NM_002593 PCOLCE C-adh 3.53.53.53.5 1.3 4.84.84.84.8 Procollagen C-endopeptidase enhancer

NM_001129 AEBP1 P-M-M 4.34.34.34.3 1.0 4.64.64.64.6 AE binding protein 1

NM_005545 ISLR S-tra 3.03.03.03.0 1.4 4.54.54.54.5 Immunoglobulin superfamily, leucine-rich repeat

NM_004826 ECEL1 P-M-M 4.6 -1.0 4.44.44.44.4 Endothelin converting enzyme-like 1

NM_198148 LOC119587 P-M-M 4.84.84.84.8 -1.1 4.34.34.34.3 Carboxypeptidase X, member 2

NM_003294 TPSB1 P-M-M 2.32.32.32.3 1.8 4.24.24.24.2 Tryptase beta 2

NM_002403 MFAP2 3.83.83.83.8 1.0 4.14.14.14.1 Microfibrillar-associated protein 2

NM_001856 COL16A1 C-str 5.55.55.55.5 -1.3 4.14.14.14.1 Collagen, type XVI, alpha 1

NM_145239 LOC112476 3.73.73.73.7 1.0 4.14.14.14.1 Similar to lymphocyte antigen 6 complex,  

XM_375656 LOC400718 3.43.43.43.4 1.1 4.14.14.14.1

NM_003102 SOD3 I-D 3.73.73.73.7 1.0 4.04.04.04.0 Superoxide dismutase 3, extracellular

NM_017980 LIMS2 C-S-M 4.54.54.54.5 -1.1 4.04.04.04.0
LIM and senescent cell antigen-like 

  domains 2

NM_004385 CSPG2 C-P-D 1.5 2.6 3.93.93.93.9 Chondroitin sulfate proteoglycan 2 

NM_012445 SPON2 C-str 2.52.52.52.5 1.4 3.83.83.83.8 Spondin 2, extracellular matrix protein

NM_002658 PLAU C-S-M 1.7 2.0 3.63.63.63.6 Plasminogen activator, urokinase

NM_000088 COL1A1 C-str 3.13.13.13.1 1.1 3.53.53.53.5 Collagen, type I, alpha 1

NM_000592 C4B I-D 1.3 2.6 3.53.53.53.5 Complement component 4A

NM_004530 MMP2 P-M-M 2.32.32.32.3 1.4 3.53.53.53.5 Matrix metallopeptidase 2 (gelatinase A)

NM_000954 PTGDS D-pro 2.62.62.62.6 1.3 3.53.53.53.5 Prostaglandin D2 synthase 21kDa (brain)

NM_198474 UNQ564 S-tra 3.03.03.03.0 1.1 3.53.53.53.5 Olfactomedin-like 1

NM_001035 RYR2 S-tra 3.23.23.23.2 1.0 3.43.43.43.4 Ryanodine receptor 2 (cardiac)

NM_032800 FLJ14525 3.53.53.53.5 -1.0 3.43.43.43.4 Hypothetical protein FLJ14525

NM_032379 SYTL2 3.13.13.13.1 1.1 3.43.43.43.4 Synaptotagmin-like 2

NM_153703 POND D-pro 2.82.82.82.8 1.1 3.43.43.43.4 Podocan

NM_004460 FAP P-M-M 1.2 2.6 3.33.33.33.3 Fibroblast activation protein, alpha

XM_031401 EGFL3 4.14.14.14.1 -1.2 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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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Continued
Accession
No. Symbol Group*

Foldup#
EN:N ED:EN ED:N

Genename

NM_002725 PRELP C-com 3.23.23.23.2 1.0 3.33.33.33.3 Proline/arginine-rich end leucine-rich repeat 

NM_032348 MGC3047 2.42.42.42.4 1.3 3.33.33.33.3 Matrix-remodelling associated 8

XM_050625 SFRP2 1.7 1.8 3.23.23.23.2

NM_032035 C14orf141 3.73.73.73.7 -1.1 3.23.23.23.2

NM_000358 TGFBI C-P-D 1.71.71.71.7 1.8 3.23.23.23.2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induced

NM_000931 PLAT I-D 3.43.43.43.4 -1.0 3.23.23.23.2 Plasminogen activator, tissue

NM_001901 CTGF C-S-G 4.24.24.24.2 -1.3 3.13.13.13.1 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NM_000618 IGF1 2.82.82.82.8 1.1 3.13.13.13.1 Insulin-like growth factor 1(somatomedin C)

XM_378271 LOC399865 2.82.82.82.8 1.0 3.13.13.13.1

NM_015170 SULF1 1.9 1.6 3.13.13.13.1 Sulfatase 1

NM_152286 FLJ43070 L-S-M 2.4 1.2 3.13.13.13.1 Chromosome 9 open reading frame 111

NM_000900 MGP C-com 2.62.62.62.6 1.1 3.13.13.13.1 Matrix Gla protein

NM_177444 PPFIBP1 2.82.82.82.8 1.0 3.13.13.13.1 PTPRF interacting protein, binding protein 1 

NM_006983 MMP23B P-M-M 3.13.13.13.1 -1.0 3.13.13.13.1 Matrix metallopeptidase 23A

NM_012098 ANGPTL2 Ang 2.62.62.62.6 1.1 3.03.03.03.0 Angiopoietin-like 2

NM_000961 PTGIS 2.72.72.72.7 1.1 3.03.03.03.0 Prostaglandin I2 (prostacyclin) synthase

NM_007046 EMILIN1 C-adh 2.72.72.72.7 1.1 3.03.03.03.0 Elastin microfibril interfacer 1

NM_000428 LTBP2 C-com 3.23.23.23.2 -1.0 3.03.03.03.0
Latent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binding protein 2

NM_199168 CXCL12 2.72.72.72.7 1.1 3.03.03.03.0 Chemokine (C-X-C motif) ligand 12 

NM_007257 PNMA2 2.22.22.22.2 1.3 3.03.03.03.0 Paraneoplastic antigen MA2

NM_007293 C4A I-D 1.1 2.6 3.03.03.03.0 Complement component 4A

NM_005502 ABCA1 L-S-M 2.22.22.22.2 1.3 3.03.03.03.0 ATP-binding cassette, sub-family A(ABC1)

NM_014141 CNTNAP2 C-adh 3.03.03.03.0 -1.0 3.03.03.03.0 Contactin associated protein-like 2

NM_033209 LOC94105 2.62.62.62.6 1.1 3.03.03.03.0 Thy-1 cell surface antigen

NM_002474 MYH11 C-str 3.43.43.43.4 -1.1 3.03.03.03.0 Myosin, heavy polypeptide 11, smooth muscle

NM_001927 DES C-str 5.55.55.55.5 -1.8 3.03.03.03.0 De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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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onNo:IdentifierforthesequencerecordintheNCBIRefSeqdatabase.
genesymbols:from theRefSeqsequencerecord.Identicaltothegene'sHUGOsymbol.
*Group;
Ang:angiogenesis,Apo:apoptosis,C-adh:celladhesion,C-com:cellcommunication,
C-cyc:cellcycle,C-P-D:cellproliferationanddifferentiation,C-S-G:cellsizegrowth,
C-str:cellstructure,C-S-M:cellstructureandmotility,D-pro:developmental
processes,I-D:immunityanddefense,L-S-M:lipidandsteroidmetabolism,
N-met:nucleicacidmetabolism,S-tra:signaltransduction,P-M-M:proteinmetabolism
andmodification

#Foldup;
ED:abnormalovariantissueinpatients,
EN:grosslynormalovariantissuebesideovarianendometrioticcyst,
N:normalovariantissueincontrolgroup
bbbooolllddd:statisticallysignificant,p-value<0.05(95% confidence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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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Down-regulatedgenesinwomenwithovarianendometriosis
Accession
No. Symbol Group*

Folddown#

EN:N ED:EN ED:N
Genename

NM_000781 CYP11A1 L-S-M 18.118.118.118.1 1.1 20.720.720.720.7
Cytochrome P450, family 11, subfamily A 

  polypeptide 1

NM_145740 GSTA1 I-D 15.915.915.915.9 1.2 19.519.519.519.5 Glutathione S-transferase A1

NM_000847 GSTA3 I-D 16.216.216.216.2 1.1 18.818.818.818.8 Glutathione S-transferase A3

NM_014762 DHCR24 13.013.013.013.0 1.2 16.816.816.816.8 24-dehydrocholesterol reductase

NM_000198 HSD3B2 L-S-M 9.79.79.79.7 1.1 10.810.810.810.8
Hydroxy-delta-5-steroid dehydrogenase, 

  3 beta- and steroid delta-isomerase 2

NM_001645 APOC1 L-S-M 11.711.711.711.7 +1.3 8.78.78.78.7 Apolipoprotein C-I

NM_002191 INHA 5.95.95.95.9 1.4 8.48.48.48.4 Inhibin, alpha

NM_000527 LDLR D-pro 7.27.27.27.2 1.1 8.38.38.38.3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NM_000596 IGFBP1 7.87.87.87.8 1.0 8.28.28.28.2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    1

NM_153699 GSTA5 I-D 7.27.27.27.2 1.0 7.87.87.87.8 Glutathione S-transferase A5

NM_000349 STAR 7.17.17.17.1 1.0 7.87.87.87.8 Steroidogenic acute regulator

NM_003273 TM7SF2 L-S-M 6.86.86.86.8 1.0 7.57.57.57.5 Transmembrane 7 superfamily member 2

NM_005063 SCD L-S-M 4.54.54.54.5 1.4 6.66.66.66.6 Stearoyl-CoA desaturase(delta-9-desaturase)

NM_000859 HMGCR L-S-M 5.75.75.75.7 1.0 6.26.26.26.2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

XM_375424 LOC400586 L-S-M 4.24.24.24.2 1.2 5.45.45.45.4

Similar to stearoyl-CoA desaturase; acyl-

CoA desaturase; fatty acid desaturase;          

delta-9-desaturase

NM_005505 SCARB1 Apo 4.84.84.84.8 1.0 5.15.15.15.1 Scavenger receptor class B, member 1

NM_004508 IDI1 3.63.63.63.6 1.3 4.84.84.84.8 Isopentenyl-diphosphate delta isomerase 1

NM_001627 ALCAM C-adh 4.14.14.14.1 1.1 4.74.74.74.7 Activated leukocyte cell adhesion molecule

NM_000786 CYP51A1 L-S-M 4.14.14.14.1 1.1 4.54.54.54.5
Cytochrome P450, family 51, subfamily A

  polypeptide 1

NM_001360 DHCR7 L-S-M 3.53.53.53.5 1.2 4.44.44.44.4 7-dehydrocholesterol reductase

NM_002765 PRPS2 N-met 2.62.62.62.6 1.5 4.04.04.04.0 Phosphoribosyl pyrophosphate synthetase 2

NM_003129 SQLE 3.43.43.43.4 1.1 4.04.04.04.0 Squalene epoxidase

NM_004172 SLC1A3 C-adh 4.84.84.84.8 +1.2 4.04.04.04.0
Solute carrier family 1 (glial high affinity 

  glutamate transporter), member 3

NM_019886 CHST7 2.52.52.52.5 1.4 3.63.63.63.6
Carbohydrate (N-acetylglucosamine 6-O) 

  sulfotransferase 7

NM_014333 IGSF4 2.6 1.3 3.63.63.63.6 Immunoglobulin superfamily, member 4

NM_004233 CD83 2.62.62.62.6 1.2 3.43.43.43.4
CD83 antigen (activated B lymphocytes, 

  immunoglobulin superfamily)

NM_006579 EBP L-S-M 3.43.43.43.4 1.0 3.43.43.43.4 Emopamil binding protein 

NM_006918 SC5DL L-S-M 3.03.03.03.0 1.1 3.33.33.33.3
Sterol-C5-desaturase (ERG3 delta-5-

  desaturase homolog, fungal)-like

NM_004458 ACSL4 L-S-M 3.23.23.23.2 1.0 3.33.33.33.3
Acyl-CoA synthetase long-chain family 

  member 4

NM_198337 INSIG1 L-S-M 3.03.03.03.0 1.0 3.23.23.23.2 Insulin induced ge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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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continued
Accession
No. SymbolGroup*

Folddown#

EN:N ED:EN ED:N
Genename

NM_021732 VIP32 2.02.02.02.0 1.5 3.23.23.23.2 Arginine vasopressin-induced 1

NM_004462 FDFT1 L-S-M 3.13.13.13.1 1.0 3.23.23.23.2 Farnesyl-diphosphate farnesyltransferase 1

NM_005891 ACAT2 P-M-M 3.03.03.03.0 1.0 3.13.13.13.1
Acetyl-Coenzyme A acetyltransferase 2 

  (acetoacetyl Coenzyme A thiolase)

NM_004117 FKBP5 I-D 1.81.81.81.8 1.6 3.13.13.13.1 FK506 binding protein 5

NM_014573 MAC30 C-S-G 2.62.62.62.6 1.1 3.13.13.13.1 Hypothetical protein MAC30

NM_012328 DNAJB9 P-M-M 2.32.32.32.3 1.3 3.03.03.03.0 DnaJ (Hsp40) homolog, subfamily B, member 

NM_002004 FDPS L-S-M 3.23.23.23.2 +1.0 3.03.03.03.0

Farnesyl diphosphate synthase (farnesyl pyropho

  sphate synthetase, dimethylallyltranstrans-

  ferase, geranyltranstransferase)

NM_000240 MAOA 1.5 1.9 3.03.03.03.0 Monoamine oxidase A

NM_007308 SNCA 2.62.62.62.6 1.1 3.03.03.03.0 Synuclein, alpha 

AccessionNo:IdentifierforthesequencerecordintheNCBIRefSeqdatabase.
genesymbols:from theRefSeqsequencerecord.Identicaltothegene'sHUGOsymbol.
*Group;
Ang:angiogenesis,Apo:apoptosis,C-adh:celladhesion,C-com:cellcommunication,
C-cyc:cellcycle,C-P-D:cellproliferationanddifferentiation,C-S-G:cellsizegrowth,
C-str:cellstructure,C-S-M:cellstructureandmotility,D-pro:developmental
processes,I-D:immunityanddefense,L-S-M:lipidandsteroidmetabolism,
N-met:nucleicacidmetabolism,S-tra:signaltransduction,P-M-M:proteinmetabolism
andmodification

#Folddown;
ED:abnormalovariantissueinpatients,
EN:grosslynormalovariantissuebesideovarianendometrioticcyst,
N:normalovariantissueincontrolgroup
bbbooolllddd:statisticallysignificant,p-value<0.05(95% confidence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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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병변을 제거하고 남은 정상 난소조직 사이에
유의하게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있지만,환자의 정상 난소조직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는 유전자가 11개 관찰되었다(Table7).이 유전자에 대
하여 역전사 중합연쇄반응(RT-PCR)을 시행하여 mRNA의 발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Fig.4). 역전사 중합연쇄반응 (RT-PCR)결과 CSPG2와
MOXD1의 mRNA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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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p-regulated genes of ovarian endometriotic cysts in
comparisonwithnormalovariantissueinthestudygroup.

Accession
No. Symbol Group*

Foldchange#

EN:N ED:EN ED:N
Genename

NM_002658 PLAU C-S-M 1.7 2.0 333...666 Plasminogenactivator,urokinase

NM_015529 MOXD1 1.0 222...555 222...777 Monooxygenase,DBH-like1

NM_016459 PACAP 1.0 2.6 222...777 Proapoptoticcaspaseadaptorprotein

NM_007293 C4A I-D 1.1 2.6 333...000 Complementcomponent4A

NM_004460 FAP P-M-M 1.2 2.6 333...333 Fibroblastactivationprotein,alpha

NM_000592 C4B I-D 1.3 2.6 333...555 Complementcomponent4A

NM_004385 CSPG2 C-P-D 1.5 2.6 333...999 Chondroitinsulfateproteoglycan2

NM_14464 IGJ -1.0 2.8 222...555
Immunoglobulin J polypeptide, linker
protein forimmunoglobulin alpha and
mupolypeptides

NM_005940 MMP11 P-M-M 1.6 3.4 555...666 Matrixmetallopeptidase11(stromelysin3)

XM_350946 LOC374572 1.9 6.3 111222...111

NM_000095 COMP I-D 111...222 666...666 888...444 Cartilageoligomericmatrixprotein

AccessionNo:IdentifierforthesequencerecordintheNCBIRefSeqdatabase.
genesymbols:from theRefSeqsequencerecord.Identicaltothegene'sHUGOsymbol.
*Group;
Ang:angiogenesis,Apo:apoptosis,C-adh:celladhesion,C-com:cellcommunication,
C-cyc:cellcycle,C-P-D:cellproliferationanddifferentiation,C-S-G:cellsizegrowth,
C-str:cellstructure,C-S-M:cellstructureandmotility,D-pro:developmental
processes,I-D:immunityanddefense,L-S-M:lipidandsteroidmetabolism,
N-met:nucleicacidmetabolism,S-tra:signaltransduction,P-M-M:proteinmetabolism
andmodification

#Foldchange;
ED:abnormalovariantissueinpatients,
EN:grosslynormalovariantissuebesideovarianendometrioticcyst,
N:normalovariantissueincontrolgroup
bbbooolllddd:statisticallysignificant,p-value<0.05(95% confidence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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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mRNA expression of up-regulated genes of ovarian

          endometriotic cysts in the patients by RT-PCR.

          *LOC: LOC374572, 
#
CSPG2: P=0.045, 

$
MOXD1: P=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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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자궁내막증은 흔한 부인과 질환이지만 임상 증상이 다양하고 완치가 어
려워 병태생리와 조기진단,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
한 성과가 없었다.최근 발달된 분자생물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조직을 유
전자 수준에서 비교하여 증가 또는 감소된 특정 유전자를 확인하고,이 유
전자가 지정하는 단백을 발견한다면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와 진단 및 치료
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역류된 생리혈이 복강내 조직에 착상하고 성장하여 자궁내막증이 된다는
것은 인정받고 있는 가설이지만4이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서 최근에는 세포주기 조절(cellcycleregulation)의 장애17,18세포 자연사
(apoptosis)과정의 이상,골반강 내 염증 반응19및 면역반응의 변화 등 유
전 및 면역인자와의 관련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특히 이소성 내막세포와
정상 내막세포의 비교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병을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질환군으
로 생각하여 환자의 경우 내막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막증이 발생하는
장소 (복막,난소,난관 등 골반내 장기)의 세포 접착이나,이소성 세포에
대한 수용능력,세포 구조 등에 차이와,혈연간 질환의 발병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10-13,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자궁내막증 환자
중에 호발부위인 난소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난소조직,그리고 대조군
을 대상으로 유전자 미세배열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비교한 것
이다.한 개인이 보유하는 유전자는 고유하기 때문에 동일인의 난소조직
이 원래부터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그
러나 이소성 내막세포와 접촉하면서 혈액이나 염증반응 물질에 의해 지속
적으로 자극 받고 자궁내막종괴에 의해 난소조직이 압력을 받으면,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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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라도 병변과 정상조직 사이에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
고,이를 자궁내막증의 진행의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다.
예측했던 대로 환자의 병변조직에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
차이가 관찰되었다.면역체계의 기능 장애는 이전부터 내막증의 원인으로
의심되었고 이전의 연구에서 Takahide등은 HLA-DPA1, HLA-DQA1,
HLA-DRA,HLA-DRB1등이 과발현되어 자가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27,보체 (complement)의 증가는 병소의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심한
골반통증,골반장기 유착을 일으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28,29

자궁내막증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합성을 증가시킨다
는 기존의 보고와 다르게 지질,지방산 대사와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에
관한 유전자의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는데,이는 대상 환자들이 모두 병기4
(StageIV)의 자궁내막증으로 진행되는 동안 혈액의 자극에 의한 조직 변
성 및 자궁내막종괴의 압력에 의해 난소조직이 손상되어 에스트로겐 합성
눙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포주기,세포구조와 운동,세포성장과 분화에 대한 다수의 유전자의 발
현이 증가되었다 (COL8A1,ACTG2,MMP11,BGN,PCOLCE,AEBP1,
CSPG2,SPON2등).내막세포가 다른 조직에 착상하여 성장하려면 표적
세포에 접착하고 단백분해효소를 분비하여 조직을 파괴하고 침습하여,결
국 세포의 재구성을 통해 착상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이다.
세포외기질(extracellularmatrix)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으며 세포간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세포막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며,다수의 성장인
자,신호전달물질,교원질을 포함하고 있다.30세포외기질은 세포의 상호작용
을 매개하기 때문에 세포의 형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이소성 내막세포
가 다른 장소에 착상하려면 이런 세포외 기질의 재구성을 위해 각종 단백
분해효소(protease)가 필요하게 된다.즉 세포외기질을 파괴하여 조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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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막을 통과하고 국소적으로 신생 혈관을 만들어 혈류 공급을 이루어야 착
상에 성공하는 것이다.31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를 기능별로 분류하여보니
세포구조,세포접착,세포주기,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관련된 유전자가 대
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관심분야는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난소조직 사이에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있으면서 환자의 정상 난소조직과 대조군과는 발현
의 차이가 없는 유전자였다.표 5와 6을 살펴보면 자궁내막종 조직에서 발
현이 증가된 유전자의 대부분이 환자의 정상 난소조직에서도 증가하였다.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서 대조군과 차
이가 없는 유전자는 모두 11개였다.그 중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MOXD1,COMP의 2개였다.이 11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역전사 중합연
쇄반응 (RT-PCR)으로 mRNA의 발현을 비교해보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은 CSPG2와 MOXD1뿐이었다.MMP11을 비롯한 다른 유전
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 못했는데 실험군
의 수가 너무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추측된다.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에서 유의하게 나온 유전자인 CSPG2는 chondroitin
sulfateproteoglycan2로 5번 염색체의 장완 14.3에 위치하며, Wagner
syndrome가계에서 초자체와 망막의 변성을 유발하여 시력을 감퇴시키는
표적 유전자로 알려져있고32,33,노화된 신장 조직에서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34 신장은 노화될수록 사구체가 경화되고 세뇨관이 위축되고,
간질의 섬유화와,작은 소동맥의 혈관내벽이 두꺼워진다.비특이적 염증반
응에 의해 세포외기질의 전환이 빨라지고 에너지대사와 미토콘드리아의 기
능이 감소한다. CSPG2가 자궁내막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
기 어렵지만 노화된 조직에서 발현이 증가하고 조직의 섬유화 및 경화를
촉진하는 등 세포변성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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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D1은 소포체 (endoplasmic reticulum)에 존재하는 구리 의존성
MonooxygenaseX (MOX)의 일원이다.MOX는 6번 염색체의 장완 23.2
에 위치하며 dopaminebeta-hydroxylase(DBH)와 구조가 유사하며 세포
막과 단단히 결합하여 이황화결합과 관계없는 소중합체 (oligomer)를 형성
한다.35MOX는 MO (Monooxygenase)의 구성원으로 구리의 결합에 필요
한 잔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효소이며 특히 cysteine잔기는 분자
내 이황화결합 (disulfidebond)을 생성할 수 있다.
MOXD1은 소포체 내의 혐수성 기질 (hydrophobicsubstrate)의 수화작
용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폐,신장,침샘 등에서 고농도로 발견된다.정신
분열증과 양극성 기분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36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발현의 증가를 보이는 유전자의 하나인 PLAU는 Plasminogen activator
(uPA,urokinase)이다.소변으로 배출되는 plasminogenactivator인 uPA는
plasminogen을 plasmin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질의 파괴를 유도하며 생리
적 조건이나 악성종양 등 병리적 조건에서 세포의 이동과 침습에 필요한
plasmin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37uPA의 EGF-likedomain에 uPA
수용체 (uPAR)가 결합하면 plasminogen이 plasmin으로 전환되는 단백분
해의 증폭과정이 시작되어 세포외기질의 단백분해를 조절하고 세포막통과
단백에 신호를 전달하여 세포의 이동과 접착 및 세포 구조상태를 조절한
다.38 uPA에 의해 유도되는 plasmin은 세포외기질의 기저판을 파괴하여
metalloproteinases등을 활성화시키며,성장인자의 활성화와 분비,세포와
기질간 접촉의 역동적인 조절을 통해 세포의 성장과 사멸 비를 조정하고,
섬유소분해,염증반응 유발,창상 치유시 기질의 재구성,종양의 침습과 전
이,신생혈관 형성 등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uPA
나 uPAR의 과발현은 악성종양의 특징을 보이며 종양의 진행과 전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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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자궁내막증이 양성임에도 불 구하고 악성종야의 특징을 보이는
데 uPA가 기여할 수도 있다.39

MMP11은 금속단백분해효소 (matrixmetalloproteinases)의 일원으로 세
포외 또는 세포막 결합 단백분해 효소이다.MMP는 아연 의존성 단백분해
효소로 collagenase,gelatinase,stromelysin,membrane-typeMMPs등 5
개의 소그룹으로 구분된다.40이중 gelatinaseA는 MMP2,gelatinaseB는
MMP9,stromelysin3는 MMP11로 알려져 있다.41MMP2,MMP7,MMP9
는 자궁내막증 환자의 내막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었고,자료가 부족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난소의 자궁내막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MP1,
MMP2,MMP3,MMP9은 기질 세포에서42-44MMP7은 상피세포에서 나타
난다고 하였다.45MMP11은 유방암 조직에서 발견된 단백분해효소로서 고
형암의 조직내 침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난소의 자궁내막종
조직에서 MMP2,MMP9의 발현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MMP2,MMP9등
은 수용성 인자 (solublefactor)이기 때문에 내막세포나 복강액 등에서 잘
관찰된 것에 비해 고형의 종괴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MMP역시 창상치유 과정,동맥경화 환자의 혈관내 침전형성,류
마치스 관절염에서 관찰된다.47고형암에서 관찰되는 MMP11이 자궁내막종
에서 발현 증가를 보이는 것은 자궁내막증이 양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타
장기로의 전이 및 잦은 재발 등 악성 종양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48,49

그 외에 COMP(cartilageoligomericmatrixprotein)이나 FAP(fibroblast
activationprotein)등 교원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uPA와 MMP11은 기능상 자궁내막증의 표적유전자로 의심할 수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자궁내막증 진행의 표적 유전자로 사
용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표적유전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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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수가 적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유전자 미세
배열의 경우 실험군이 많을 경우 개체간 변이 때문에 실험 결과 해석의 어
려움이 있을 수 있고,미세배열시 3-5명은 받아들여지는 표본수로 생각된
다.다양한 실험 및 보완 연구와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의 결과를 면역조직
화학염색이나,면역 형광염색,또는 Westhernblot을 통해 단백질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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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자궁내막증의 진행된 형태인 난소의 자궁내막종 환자를 대상
으로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환자의 정상 난소조직 그리고 대조군의 난
소조직으로 유전자 미세배열 기법을 사용하여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자궁내막증에 특이한 표적 유전자를 찾기 위해 시도되었다.

1.유전자 미세배열 결과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전자 발현이 2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한 유전자가 401개,감소한 유
전자가 98개였다.3배 이상 현저히 증가한 유전자는 62개,감소한 유
전자는 39개였다.

2.세포의 구조,세포의 접착,세포자연사,세포주기의 조절,세포의 성장과
분화,단백질 대사와 변형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지질 및 스테로이드 대사와 면역과 방어기전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3.실험군인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환자의 정상 난소조직 사이에 유
전자 발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2배 이상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는
13개,감소한 유전자는 4개였다.

4.실험군인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난소조직 사이에 발현의 차이
가 있지만 환자의 정상 난소조직과 대조군 사이에는 발현의 차이가 없
는 유전자는 PLAU,MOXD1,PACAP,C4A,FAP,C4B,CSPG2,IGJ,
MMP11,LOC374572,COMP이다.

5.위 4.에서 기술된 유전자중에서 CSPG2와 MOXD1이 역전사 중합연쇄
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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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환자의 자궁내막종 조직과 정상 난소조직 사이에 발현의
차이가 있지만 환자의 정상 난소조직과 대조군 사이에는 발현의 차이가 없
는 유전자를 찾아내어,그 유전자가 전사하는 mRNA와 단백을 이용하여
자궁내막증의 조기진단과 추적관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발견된 PLAU,MOXD1,PACAP,C4A,FAP,C4B,CSPG2,IGJ,
MMP11,LOC374572,COMP의 기능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비록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MMP11.MOXD1,
PLAU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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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metriosis,acommongynecologicdisorderresponsibleforsevere
dysmenorrhea,chronicpelvicpain,dyspareuniaandinfertility,isdefined
asthepresenceofendometrialglandandstromaoutsidetheuterus.
Although endometriosis is a pathologically benign disease, the
endometrialtissuehastheabilitytoattachandinvadetoothertissue
likeacarcinoma.
Despiteofextensivestudies,itsetiology andpathogenesisarenot
fullyunderstood.Thereisanincreasingevidenceshowingendometriosis
isapollygenicallyinheriteddiseaseofcomplexmulti-factorealetiology,
andrecentstudieshavesuggestedthatabnormalitiesintheregulation
ofspecificgenesareinvolvedinthedevelopmentofendometriosis.
Inthepast,theinvestigationofgeneexpressionwaslimitedbythe
inabilitytostudymorethanonegeneatatime.Theintroduc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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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microarray technology has made itpossible to examine the
expressionofthousandsofgenesatatime.
Using acDNA microarray consisting of23,920genes,weanalyzed
geneexpressionprofilesofovarianendometrialcystsfrom 4patients.
By comparing expression patterns in endometrialtissue and normal
ovariantissueofthestudygroupandnormalovariantissueofcontrol
group.Validationofresultsofseveralup-anddown-regulatedgenes
wasperformedby 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chainreaction(RT-
PCR)
Weidentified401genesthatwereup-regulatedbyatwofoldinthe
endometrialcyst.62of401geneswereup-regulatedbyathreefold.
98genesweredown-regulatedbytwofoldintheendometrialcyst.
39of93genesweredown-regulatedbyathreefold.
Endometrialcystsandnormalovarian tissuein thestudy group13
geneswereup-regulatedand4genesweredown-regulated.
Our data showed that expression of those genes regulated cell
structure,cell cycle and adhesionas(ex.COL8A1,CALD1,ACTG2,
PCOLCE,COL16A1,SPON2)wereobserved up-regulatedinendometrial
cystofthestudygroup.
Genes related to protein metabolism and modification(ex.MMP11,
AEBP1,ECEL1,TPSB1,MMP2)werealsoup-regulated.

Genes related to steroid and lipid metabolism (ex.CYP11A1,
HSD3B2,APOC1, TM7SF2, SCD, HMGCR, CYP51A1) and genes 

relatedtoimmunityandcellprotection(ex.GSTA1,GSTA3,GSTA5)
weredown-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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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significantdifference in gene expression for PLAU,
MOXD1,PACAP,C4A,FAP,C4B,CSPG2,IGJ,MMP11,LOC374572,
COMPbetweenendometrialcystsandnormalovariantissueinpatients,
butnotso between normaltissue in patients and controlgroup.
RT-PCRrevealeddifferentexpressioninMOXD1andCSPG2.
Our study indicated that ectopic imolantation and growth of
endometrialcellsmay beexplainedby up-regulatedofthosespecific
genesthatareinvolvedincellcycle,proteincellstructure,celladhesion
anddifferentiationinadvancedendometriosis.

KKKeeeyyyWWWooorrrddd:::endometriosis,ovarianendometrioticcyst,geneexpression,
cDNA microarray,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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