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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골반 장기 탈출증 여성에서 환자군 특성에 따른  

MMP-2와 TIMP-2의 발현 정도 변화 

 

골반 장기 탈출증의 병인론을 연구하기 위하여 콜라젠 대사에 초점을 

맞추어 콜라젠 분해 활동에 관여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2(MMP-

2)와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TIMP-2)의 발현 및  

골반 장기 탈출증 여성에서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의 환자군 특성에 따른 

MMP-2와 TIMP-2의 발현 정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4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군은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받은 

20명의 여성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제외한 다른 양성 

질환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 받은 여성으로, 연구 대상군과 연령, 폐경 

상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짝짓기(matching)한 2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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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에서 자궁 천골 인대 조직을 

채취하여 quantitative real time RT-PCR을 이용하여 MMP-2와 TIMP-2의 

mRNA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고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의 환자군 특성에 따른 

MMP-2와 TIMP-2의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MMP-2 

mRNA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발현되었고(p = 0.044), MMP-2의 

조절인자로 알려진 TIMP-2 mRNA의 경우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에서 높게 발현되었다 

(p = 0.362). 또한 MMP-2와 TIMP-2의 발현과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환자군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골반 장기 탈출증에 MMP-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증가된 TIMP-2의 발현으로 미루어 

TIMP의 작용이 단순히 MMP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 상호작용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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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장기 탈출증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MMP-2와 TIMP-2의 

발현은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환자군의 특성과 상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추후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matrix metalloproteinase-2,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골반 장기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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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장기 탈출증 여성에서 환자군 특성에 따른  

MMP-2와 TIMP-2의 발현 정도 변화 

 

 

<지도교수 배 상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민  아  

 

I. 서 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골반 장기 탈출증의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한 의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여성이 80세까지 골반 장기 탈출증이나 요실금으로 한번 이상의 수술을 

받을 확률이 11.1%라고 하였으며 수술의 실패율도 높아서 약 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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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 영국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표에 의하면 60세 이하의 여성이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가 1년에 1000명당 2명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하였다.2 골반 장기 탈출증은 골반강 내 장기를 지지하는 

조직의 손상에 의해 생식기관, 방광, 직장 및 일부 소화 기관 등의 골반 

내 내용물들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로부터 질벽의 결손 부위로 탈출한 

상태를 말한다. 골반내 장기는 일차적으로 골반저 근육층(pelvic 

diaphragm), 골반내 근막(endopelvic fascia)과 질에 의해 지지되게 되며, 

질은 상피층을 가지는 섬유근성 관(fibromuscular tube)으로 질 하단 

1/3은 회음체의 근육과 섬유에 붙어서 지지되고 질 중간 1/3은 골반 벽의 

arcus tendineus fasciae에 붙어 유지하며 질 상단 1/3은 uterosacral 

cardinal ligament complex에 의해서 유지된다.3 골반 장기 탈출증은 

이러한 구조물들의 손상에 의해 야기되며, 현재 알려진 원인 인자로는 

분만에 의한 골반저의 이완, 콜라젠 이상, 노화와 복압의 만성적 증가가 

있다.4 이러한 위험인자는 주로 골반 장기 탈출의 유전적 소인 및 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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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이 있는 여성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골반 장기 탈출증의 병인론을 연구하였고, 특히 콜라젠 

대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골반 장기 탈출은 증가된 콜라젠 분해 

활동(collagenolytic activity)으로 인한 골반 장기 조직내의 콜라젠 

성분의 감소로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4,5 콜라젠은 결체 조직의 기질을 

형성하고 pyridinoline에 의한 근막 콜라젠 사슬 구조를 교차 

결합함으로써 장력 지지 구조를 유지한다.6 질상피 구조와 골반내 근막의 

주요 콜라젠 성분으로 제 1형과 제 3형 콜라젠임이 규명되었는데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에서 방광질 근막, 복부 피부, 원인대 등에서 콜라젠 

함량이 감소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7-10 지속적인 조직 재형성(tissue 

remodeling)은 콜라젠 형성과 분해가 반복됨으로써 장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콜라젠 분해는 결체 조직 세포에서 생성되는 단백 분해 효소의 

활성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5,11-13 

단백 분해 효소 중에서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는 지금까지 

25종류(MMP-25)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 19개(MMP 1-13 및 MMP 18-2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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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성 단백질인데 비해 나머지 6개(MMP 14-17 및 MMP 24-25)는 세포막 

부착형 막성 MMP(membranous type MMP;MT-MMP)이다.14,15 MMP는 아연, 칼슘 

의존성 효소군이면서 세포외간질과 기저막을 분해하는 단백질군으로, 특히 

MMP-1, MMP-2, MMP-9는 섬유성 콜라젠의 장력 손실과 조직 통합성의 

상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MMP-2는 72 kDa 

type IV collagenase이고 MMP-9은 92 kDa type IV collagenase로 상피 

세포하 기저막을 구성하는 type IV collagen과 fibronectin을 분해하게 

된다.17 특히 MMP-2는 세포막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피세포, 혈관 

내피세포와 신경세포의 기저막 뿐만 아니라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ces)의 재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MMP-9에 비해 넓게 

분포하면서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활성형 MMPs는 주로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TIMPs)에 의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다. TIMPs는 지금까지 4군이 알려져 있으며 TIMP-1는 MMP-1과 

MMP-9, TIMP-2는 MMP-2,  TIMP-3는 MMP-1과 MMP-9와 결합을 하여 MMPs의 

활성을 조절한다고 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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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2의 작용은 22 kDa인 TIMP-2와 MMP-2가 결합함으로써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MMP의 전구 물질인 proMMP는 TIMP-2의 수용체로 

알려지고 있는 membranous type(MT)-1 MMP와 TIMP-2의 결합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고 함으로써 골반 장기 탈출증에서의 MMP와 TIMP의 상호 작용이 

중요함이 시사되었다.20 MMP의 조절은 크게 유전자 전사 조절과 전사 후 

조절로 나눌 수 있다. 유전사 전사 조절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MMP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MMP의 활성을 조절하는 데는 전사 후 조절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21 대부분 용해성 MMP는 비활성형으로 분비되어 N-

말단 전구영역이 분리된 다음 활성화되는데 여러 단백 분해 효소들이 이 

전구효소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최근에는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에서의 이러한 MMP와 TIMP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령, 골반 장기 탈출증의 병기,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환자군 특성 및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위험요인과 이들 효소에 대한 관련성 연구는 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경 후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골반 



 

 - 9 -

장기 지지 구조인 자궁 천골 인대에서 MMP-2와 TIMP-2와 관련된 콜라젠 

대사 변화가 관찰될 것으로 생각되며 골반 장기 탈출증 여성에서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의 환자군 특성에 따른 이러한 콜라젠 대사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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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환자 선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4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명의 폐경 후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를 연구 대상군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제외한 다른 양성 질환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 받은 여성으로, 연구 대상군과의 연령, 폐경 상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짝짓기(matching)한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내원 당시 표준화된 비뇨 부인과 문진을 통하여 골반 장기 탈출에 의한 비

뇨기계, 장관계 증상을 조사하였으며, 수술을 시행할 당시의 연령, 폐경 

후 기간, 체질량 지수, 출산력, 폐경 유무, 호르몬 치료 유무, 내외과적 

과거력, 기왕의 수술력 등을 조사하였다. 표준화된 비뇨 부인과 문진과 철

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며 골반 장기 탈출증은 국제 요자제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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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의 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POPQ) system을 이용하여 등급화하였다.13 분만대에서 앙

아위(supine position)와 45°상체 직립자세(upright position)로 골반내

진을 시행하였고, valsalvar법을 이용한 내진도 시행하였다.  

 

2. 검체 수집 

 

검체 생검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자궁 천골 인대  

생검은 수술 직후에 시행하며 자궁 경부 삽입 부위 1cm 상방부위에서 

1 x 1㎝ 크기로 잘라 3 mm cryotube에 담아 즉시 질소 액체에 넣어 냉각 

시켜 - 70 ℃에 보관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Total RNA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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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Bio Masher(NIPPI Research Institude of 

Biomatrix, Tokyo, Japan)의 filter tube와 회수용 tube를 set하여 filter 

tube에 조직을 0.3cm cubic형으로 넣었다. 조직이 filter면에 확실하게 접

촉할 때까지 파쇄봉을 삽입하고 필요에 따라 파쇄봉을 회전시켜 갈아 잘게 

부수어 원심분리기에 넣고 14,000rpm으로 1분간 원심 분리를 하였다. 시료

가 충분히 회수될 때까지 위 과정을 3~4번을 반복하였고, 시료를 회수한 

후 filter tube와 파쇄봉을 파기하였다. 회수된 시료 200㎕에 Tri-

Reagent(Molecular research center Inc., Cincinnati OH, USA) 750㎕를 

넣은 후 5분간 방치하였고, chloroform(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 200㎕를 첨가하고 다시 5분간 방치하였다. 4oC에서 15,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과 isopropanol(Duksan pure chemical Co., 

Suwon, Korea) 500㎕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방치시켰다. 다시 4oC에

서 15,000rpm에서 8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남아있는 pellet

에 75% ethanol을 1,000㎕첨가하고 4oC에서 15,000rpm에서 5분간 원심 분

리하였다. 상층액을 버리고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한 후 3분 정도 공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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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조시켰다. 이에 멸균 증류수 20~40㎕를 첨가, 용해시키고 260nm와 

280nm의 파장에서 흡광도와 정제도를 측정한 후 -70oC 초저온 급속 냉동기

기에 보관하였다. 

 

나. Quantitative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of MMP-2 and TIMP-2 

조절인자들의 전사단계 발현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total RNA를 2.0㎕의 

10X reaction buffer, 4.0㎕의 25mM MgCl2, 2.0㎕의 deoxynucleotide mix, 

2.0㎕의 random primer p(dN)6, 1.0㎕의 RNAse inhibitor, 0.8㎕의 AMV 

reverse transcriptase(Roche, Mannheim, Germany), 증류수를 포함하는 반

응 용액에 넣고 65℃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4℃에서 5분간 방치하였

다. 이후 25℃에서 10분, 42℃에서 60분 반응시키고, 99℃에서 5분간 효소

를 불활성화시켰다. Real-time RT-PCR은 Mastercycler grandient 

(Eppendorf AG., Hamburg, Germany)를 이용하였다. MMP-2, TIMP-2와 GAPDH

의 실시간 중합 반응을 위해 각각에 합성된 cDNA 5.0㎕, Primer(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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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rimer(Reverse) 0.4㎕, Universal ProbeLibrary Probe 0.2㎕ 

LightCycler® TaqMan® Master(Roche, Mannheim, Germany) 4.0㎕, Water를 

넣어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MMP-2, TIMP-2와 GAPDH의 Universal 

ProbeLibrary Probe는 GenBank에 등록된 cDNA sequences를 기초로 연구 목

적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상품화된 제품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primer(Bioneer, Taejeon, Korea)는 probe에 맞게 제조하였다(Table 1). 

PCR 반응 물질 내에 UNG(Urecil-N-Glycosylase)를 미리 첨가하여 오염 산

물들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였고, 40oC에서 2분간 반응을 한 뒤 최초 95oC에

서 10분간 변성시키고, 95oC에서 10초, 60oC에서 30초간 효소 반응시키는 

것을 한 cycle로 하여 총 45회 반복하여 증폭하고, 마지막으로 40oC에서 

30초 둔 뒤 반응을 끝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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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quence of the primer and the probe  

Gene   Sequence 

MMP-2 Primer Sence 5’- TGCTGGAGACAAATTCTGGA 

  Antisence 5’- GATGGCATTCCAGGCATC 

 Probe Left TGCTGGAGACAAATTCTGGA 

  Right GATGGCATTCCAGGCATC 

TIMP-2 Primer Sence 5’- GAAGAGCCTGAACCACAGGT 

  Antisence 5’- CGGGGAGGAGATGTAGCAC 

 Probe Left GAAGAGCCTGAACCACAGGT 

  Right CGGGGAGGAGATGTAGCAC 
*GAPDH Primer Sence 5’-AGCCACATCGCTCAGACAC 

  Antisence 5’-CGCCCAATACGACCAAAT 

 Probe Left AGCCACATCGCTCAGACAC 

  Right CGCCCAATACGACCAAAT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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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Real time RT-PCR of target mRNA(A) and reference mRNA(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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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ive quantification by the comparative Ct (2-ΔΔCt) method 

 상대적인 MMP-2와 TIMP-2의 mRNA의 발현 값은 “Comparative Ct method 

of quantification”(Ct-Threshold Cycles)방법을 이용하여 2-ΔΔCt로 

정하였다.22,23 GAPDH를 internal control로 이용하여 calibrator sample를 

정하여 환자군의 sample의 MMP-2와 TIMP-2의 발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ΔΔCt = [ΔCt GAPDH(calibrator sample) - ΔCt MMP-2 or TIMP-2 

(calibrator sample)] - [ΔCt GAPDH(unknown sample) - ΔCt 

MMP-2 or TIMP-2(unknown sample)] 

Relative expression = 2-ΔΔCt 

 

4. 통계 분석 

자료분석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결과 분석은 SPSS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의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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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test 등을 사용하였으며, p-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 19 -

III. 결 과 

  

1. 임상 소견  

 

본원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전자궁 

적출술을 시행받은 20명의 폐경 후 여성을 연구 대상군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을 제외한 다른 양성 질환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 받은 20명의 

폐경 후 여성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연구 대상군에서 65.7 ± 12.5세, 대조군에서 

60.1 ± 9.3세이었고, 체질량 지수는 연구 대상군에서 25.5 ± 2.2 

kg/m2이었고, 대조군에서 23.7 ± 3.1 kg/m2이었다. 이러한 특성들을 

짝짓기한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출산력은 연구 대상군에서 평균 3.4 ± 1.9이고, 대조군에서 1.9 

± 0.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또한 병력상 

당뇨,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추간판 탈출증, 기타 내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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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에서도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전에 골반 수술을 받은 기왕력과 흡연력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은 환자는 없어 비교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Table 2).  

골반 장기 탈출증 정도를 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POPQ) system을 이용하여 비교해보면 연구 대상군에서 III기인 환자가 

9명(45.0%), IV기인 환자가 11명(55.0%)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골반 

장기 탈출증을 가진 환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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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Patients group 

(n=20) 

Control group 

(n=20) 

p-value

Age (years) 65.7 ± 12.5 60.1 ± 9.3 NS 

BMI (kg/m2) 25.5 ± 2.2 23.7 ± 3.1 NS 

Parity  3.4 ± 1.9 1.9 ± 0.6 0.001 

Menopause status  20  20  NS 

Time after menopause (years) 17.1 ± 11.0 12 ± 7.2 NS 

Diabetes mellitus  3  2  NS 

Hypertension  7  4  NS 

COPD  1  0  NS 

HLD  2  0  NS 

Previous pelvic surgery history 4  4  NS 

Smoking  2  2  N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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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Not significant 

BMI: Body mass index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LD: Herniated lumbar disc. 

 

2.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군과 대조군의 자궁 천골 인대에서 MMP-2와 

TIMP-2의 mRNA 발현 비교 분석 

 

정상 대조군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과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MMP-2 와 TIMP-2 의 mRNA 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서 

TaqMan method 를 이용한 quantitative real time RT-PCR 을 사용하였다.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MMP-2 의 2-ΔΔCt 값은 

1.52 ± 0.68 이었고 대조군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MMP-2 의 2-ΔΔCt 

값은 1.10 ± 0.40 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조직에서 발현이 

증가하였고(p = 0.044), 두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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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TIMP-2 의 

2-ΔΔCt 값은 1.35 ± 0.75 이었고 대조군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TIMP-2 의 2-ΔΔCt 값은 1.08 ± 0.83 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조직에서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두 그룹간의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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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mRNA expression of MMP-2 between patients 

group and control group by real time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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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of mRNA expression of TIMP-2 between patients 

group and control group by real time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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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mRNA  

expression of MMP-2 & TIMP-2 in patients & control groups 

 

MMP-2 TIMP-2  

Characteristics 

 

n Measure p-value Measure p-value 

 

7 

 

1.35±1.12

 

NS 

 

0.98±1.16 

 

NS 

17 1.23±0.30  1.42±0.70  

10 1.44±0.43  1.25±0.69  

Age 

40-50 

50-60 

60-70 

70-80 6 1.29±0.18  0.84±0.35  

 

25 

 

1.30±0.67

 

NS 

 

1.20±0.77 

 

NS 

Parity 

0-2 

>3 15 1.28±0.25  1.20±0.89  

 

5 

 

0.62±0.22

 

NS 

 

1.02±1.16 

 

NS 

18 1.21±0.34  1.30±0.92  

14 1.57±0.78  1.18±0.62  

BMI 

<20 

20-25 

25-30 

>30 3 1.07±0.09  0.70±0.14  

 

 

14 

 

 

1.14±0.18

 

 

NS 

 

 

1.11±0.10 

 

 

NS 

9 1.27±0.34  1.59±0.51  

10 1.47±0.52  1.25±0.84  

Time after  

menopause 

<5 

5-10 

10-15 

>15 7 1.26±0.18  1.29±0.96  

 

9 

 

1.36±0.37

 

NS 

 

1.16±0.66 

 

NS 

Stage 

III 

IV 11 1.77±0.95  1.5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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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최근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이들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골반 장기 탈출증은 현대 부인과 영역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24,25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000건의 수술이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를 위해서 행해지며 주요 부인과 수술의 60%를 차지한다.26 따라서 

무엇보다도 골반 장기 탈출의 위험요인과 그와 관련된 병인론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골반 장기 탈출의 발달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골반 장기 탈출증의 병인론 및 위험인자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져 왔으며 주로 골반 장기 탈출의 유전적 소인 및 체질적 소인이 

있는 여성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여러 병인론 중 주목되고 있는 것이 증가된 콜라젠 분해 활동으로 

인한 골반 장기 조직내의 콜라젠 성분의 감소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대개 폐경기 후에 심해지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결핍의 

결과로 콜라젠의 양과 질의 저하에 따른 결합 조직의 약화에 기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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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26, 그 외에 인종적인 차이, 콜라젠 농도의 유전적인 차이, 

선천적인 척추 후궁 미궁증(spinal dysraphism), 척추이분증(spina 

bifida)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근막 및 인대를 구성하는 결합조직 역시 골반 장기의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결합조직의 강도는 콜라젠에 의하며 골반 장기 

탈출증을 보이는 여성에서 콜라젠의 결핍이 보고되고 있다.27 여러 

연구자들이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질, 자궁 천골 인대 등의 골반 장기 

지지 구조에서 콜라젠을 분해하는 MMP와 TIMP의 발현 정도를 조사하였다. 

골반 장기 탈출증의 arcus tendineus fasciae pelvis 조직에서 estrogen과 

progesterone을 같이 투여한 환자군에서 MMP-1의 활성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28,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질조직에서 MMP-1 발현의 증가와  TIMP-1 발현의 감소를 보고하였고11 

Phillips 등은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질조직에서 MMP-2의 발현은 

증가하고 MMP-9의 발현은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29 또한 골반 장기 

탈출증의 질조직에서 MMP-9의 발현이 증가하고 proMMP-2, 활성형 M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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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MP-9의 발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8,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에서 활성형 MMP-2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MMP-1의 

발현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30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에서 이러한 콜라젠 분해 활동에 관여하는 MMP와 

TIMP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령, 골반 장기 탈출증의 

병기,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환자군 

특성과 이들 효소에 대한 관련성 연구는 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반 장기 지지 구조인 자궁 천골 인대에서 

콜라젠을 분해시킴으로써 장력을 손실시켜 골반 장기 탈출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MMP-2와 그의 조절인자인 TIMP-2의 발현 정도를 

살펴보고 환자군 특성에 따라 MMP-2와 TIMP-2의 발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골반 장기 탈출증 발생의 요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연령, 분만력, 폐경 여부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짝짓기를 통해 

치우침(bias)을 줄였으며,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수술 과거력, 

당뇨나 고혈압, 만성 폐질환, 요추 간판 탈출증, 흡연력 등 골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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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증의 위험 인자도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은 

사람이 없어 MMP-2와 TIMP-2의 발현에 대한 호르몬 대체 요법에 의한 

차이를 줄일 수 있었다. 그 결과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MMP-2 mRNA의 발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 

0.044), MMP-2의 조절인자로 알려진 TIMP-2 mRNA의 경우에서도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에서 발현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 0.362). 이러한 결과는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에서 MMP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이전의 여러 보고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골반 장기 탈출증에 MMP-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TIMP-2 mRNA의 

발현은 오히려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TIMP-2의 발현이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TIMP가 다기능적인 분자로 세포의 증식과 apoptosis 등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고 비록 고농도에서는 MMP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농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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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최근 보고를 뒷받침하는 것이다.31,32 TIMP의 

주된 생물학적인 작용은 MMP에 대한 대항작용으로 콜라겐 분해 활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TIMP의 작용이 

단순히 억제하는 기능 외에 활성화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TIMP-2의 발현이 MMP-2의 발현과 대체로 병행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효소들이 작용할 때 상호작용을 하여 골반 장기 

탈출의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MMP-2와 TIMP-2가 같은 

환자군에서 유사한 정도의 발현을 보이는 것은 증가된 MMP의 활성을 

대항하기 위한 생체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MMP-2가 활성화되는 

방법으로는 proMMP-2가 MT-1 MMP와 결합하여 N-말단 영역을 분리하는 

과정에 TIMP-2가 같이 결합한다는 사실이 MMP-2와 TIMP-2의 발현이 

병행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될 수 있겠다. MMP-2와 TIMP-2의 

발현과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환자군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 32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MMP-2와 TIMP-2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진행에 

있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발현하는 양상을 보여 이들 효소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진행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효소들의 자세한 상호작용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 효소와 그 대항 효소의 활성치에 관한 정량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군의 특성과 관련되어 MMP-2와 TIMP-2의 

발현 정도의 차이는 대상 수가 적어 확정지을 수는 없었지만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오랜 기간의 추적 관찰을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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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 조직에서 MMP-2 

mRNA가 높게 발현되었고 MMP-2의 조절인자로 알려진 TIMP-2 mRNA의 

경우에서도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의 자궁 천골 인대에서 높게 발현되었다. 

또한 MMP-2와 TIMP-2의 발현과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환자군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에서 MMP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이전의 여러 보고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골반 장기 탈출증에 MMP-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TIMP-2 mRNA의 

발현이 오히려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TIMP의 작용이 단순히 MMP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 

상호작용을 하여 골반 장기 탈출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폐경 

후 기간, 호르몬 대체 요법 유무, 골반 장기 탈출증 병기, 연령, 분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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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환자군의 특성과 MMP-2와 TIMP-2의 발현은 

상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추후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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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and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in patients  

with pelvic organ prolapse 

 

Min A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Wook Bai) 

 

Objective: The uterosacral ligament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pelvic support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alterations are though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elvic organ prolapse(POP).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xpression of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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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oproteinase-2(MMP-2) and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TIMP-2) in patients with or without prolapse and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mRNA expression of MMP-2 and 

TIMP-2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or without POP. 

Materials and methods: From November 2006 through March 2007, 

uterosacral ligaments were obtained from 20 women with POP and 20 

women without POP. A quantitative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was used to analyze the expression of mRNA 

of MMP-2 and TIMP-2. 

Results: The MMP-2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sence of POP(p = 0.044). In contrast, the TIMP-2 expression was 

increased in women with POP, with no statistical difference(p = 

0.362).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RNA expression 

of MMP-2 and TIMP-2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or 

withou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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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d MMP-2 and TIMP-2 mRNA 

expression in uterosacral ligament is associated with POP. TIMP-2 

appears to be multifunctional molecule which may, independently of 

their ability to block MMP activity, modulate POP progression. 

Correlations did not exist between mRNA expression of MMP-2 and TIMP-

2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or without POP. 

 

 

Key Words: matrix metalloproteinase-2,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pelvic organ pro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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