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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난포 체외배양 시 FSH:LH 비율과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 

(XIAP) 발현 양상의 연관성 연구 

 

국문 초록 

O-CZnkVU InYZSZeoc oW 8aoaeodZd GcoeVZn (OI8G)은 InYZSZeoc oW 

8aoaeodZd GcoeVZn (I8G)에 속한 2 개의 단백질 중 하나로& 난포의 생존과 

퇴화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로서 미성숙 난포(ZmmRefcV WollZTlV)의 

과립막세포(XcRnflodR TVll)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I8G 은 

난포의 퇴화를 유도하는 TRdaRdV 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을 통하여  

난포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난포자극호μ몬(=ollZTflRc 

JeZmflReZnX Hoc-monV& =JH)이 OI8G 의 발현을 유도하는 v장 강력한 

생존 신호인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OI8G 과 난포의 생존(WollZTlV dfcgZgRl)과의 상± ±계에 ±하여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JH 의 역할에 주로 주목하였으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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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포의 성장 및 배란 과정에 =JH 와 더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체화호μ몬(CfeVZnZkZnX HocmonV& CH)의 기능에 대해서는 체외배양(Zn 

gZeco TflefcV)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생쥐 난포의 체외배양 모델을 이용하여 배양액의 =JH4CH 의 

조성 비율에 따른 난포의 성장& 생존 및 OI8G 발현의 연±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일령 :/19C)0 암컷 생쥐에서 난소를 채취하고& 전동 난포(acVRnecRl 

WollZTlV)를 분리하여 ww의 배양 조건에서 체외배양을 실시하였다( 배양 

조건은 다음과 같이 .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 군은 대조군 (Xcofa +)& =JH 

,00 mIL)mC 단독 처리군 (Xcofa ,)& =JH ,00 mIL)mC % CH +00 

mIL)mC (Xcofa -)& =JH ,00 mIL)mC % CH +000 mIL)mC (Xcofa .) 

이었다( 

 

난포의 생존율과 배란율은 Xcofa + 에서 +2(,%)0%& Xcofa , 에서 

.+(.%)+(0%& Xcofa - 에서 02(/%),-(/%& Xcofa . 에서 /.(0%)+(,%로 

측정되었다( 배양 후 / 일& 3 일& +- 일째에 난포의 평균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Xcofa - 에서 난포의 직경이 v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배양 +- 일& 0..n1(2 

rm& mVRnnJ<5 G60(00+)( Gcofa . 와 Xcofa , 에서 배양 3 일의 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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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은 ,3,n1(3 rm gd( ,2-n2(. rm 로 차이v 없었으나& 배양 +- 일에 

측정한 직경이 .1,n2(2 rm gd( /,.n+0(+ rm 로 Xcofa , 에서 Xcofa 

. 에 비해 더 큰 것으로(G60(00+) ±찰되었다( 

 

실시x 역전사 중합연쇄반응(bfRneZeReZgV IK-G:I)을 통해 잘 자란 

난포(hVll-Xcohn WollZTlV)와 퇴화되는 난포(RecVeZT WollZTlV) 군에서 OI8G 과 

난자 발생 특이적 유전자들(ooXVnVdZd-daVTZWZT XVnVd)인 FTe.& 9ma+/ 및 

GUW3 의 mIE8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잘 자란 난포에서 퇴화되는 

난포와 비교하여 OI8G 과 FTe. mIE8 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9ma+/ 와 GUW3 의 발현은 통계적인 차이v 없었다( 

 

ww의 실험군별로 잘 자란 난포와 퇴화되는 난포 별로 OI8G mIE8 의 

발현을 비교하였는데& w 그룹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백질 수준에서의 OI8G 의 발현 및 세포내 위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면역세포염색(ZmmfnoTjeoTYVmZdecj)을 시행하였으며& 난포 과립막세포 

(XcRnflodR TVll)의 세포질에서 주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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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실험 결과들로부터 배양 조건 중 고농도의 CH 를 포함한 배양액 

조성은 난포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생존율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OI8G mIE8 발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잘 자란 

난포에서 퇴화된 난포에 비하여 OI8G 의 발현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난포의 

체외배양 시 OI8G 의 발현은 CH 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OI8G 의 발현이 높은 상태에서 난포의 성장 및 생존률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4 OI8G& CH& =JH& ogRcj& WollZTlV& Zn gZeco TflefcV 

학번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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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여성의 난소는 태생기에 만들어진 한정된 수의 난자를 v지고 태어나고& 

출생 이후에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v임 기x은 일생 중에서 

초경 이후부터 폐경 이전까지로 제한이 된다( 태생기 ,0 주 경에 약 100 만개 

정도로 생성된 난포의 수v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y소하여 

폐경에 이μ게 된다(9RkVc& +30-)( 여성의 v임 기x 동안 약 33%의 난포는 

성선자극호μ몬(XonRUoecoaoZn)에 반응하지 못하고 퇴화(RecVdZR)되는데& 

우성(UomZnRnTj)을 획득하여 배란이 되도록 s선택(dVlVTeZon)t받는 난포는 

일생 동안 약 .00 여개에 지나지 않는다(=ZX( +& eV MVlUV Ve Rl(& +332)( 

 

최근 불임으로 진단되는 여성 인구v 증v하는 추세에 있고& 시험±아기 

시술의 임신 성®률은 여성의 나이에 비례하여 y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X( ,& 8JID GcRTeZTV :ommZeeVV& ,000)( 나이v -2 세 이상인 

여성에서 시험±아기 시술 성적이 낮아지는 것은 나이v 들수록 난소의 

기능(ogRcZRn cVdVcgV)이 y소하기 때문인데& s난포의 퇴화(WollZTlV RecVdZR)t 

과정을 통해 난소v 보유하고 있는 미성숙 난포의 수v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난포의 성장과 퇴화(RecVdZR)에 ±여하는 세포x 및 세포내 생리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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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들을 통해 난포 퇴화의 기전으로 세포사멸(RaoaeodZd)이 v장 

중요하다고 밝혀졌으며(Fig. 3, Tilly, 2001), 특히 난포 과립막세포 

(XcRnflodR TVll)의 세포사멸이 난포의 퇴화에 v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Zllj Ve Rl(& +33+5 9ZllZX Ve Rl(& +33-& +33.5 :Yfn Ve 

Rl(& +33.)( 세포사멸은 외적 경로(ViecZndZT aReYhRj)와 내적 경로(ZnecZndZT 

aReYhRj)의 두 v지 세포내 기제(ZnecRTVllflRc mRTYZnVcj)로 나타나는데& 

TRdaRdV 및 9Tl-, WRmZlj 계열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9fUZYRcUjo Ve Rl(& +3335 Gcodd Ve Rl(& +3335 HfRnX Ve Rl(& ,0005 

IRnXVc Ve Rl(& ,00+5 KZllj& ,00+)( 

 

InYZSZeoc oW RaoaeodZd acoeVZn(I8G)은 약 ,0 년 전에 SRTflogZcfd 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숙주의 생존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cook Ve Rl(& +33-)( 

이후 2 v지 종κ의 I8G v 발견되었는데& 이들 중 O-lZnkVU ZnYZSZeoc oW 

RaoaeodZd acoeVZn(OI8G)은 난포 발달의 모Δ 단계에서 발현되고(CZ Ve Rl(& 

+3325 GYZllZaad Ve Rl(& ,0+,5 <nV Ve Rl(& ,0+-)& TRdaRdV--& -1& -3 를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난포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V Ve Rl(& 

,0+-)( OI8G 의 발현은 난포자극호μ몬(WollZTflRc deZmflReZnX YocmonV& 

=JH)에 의해 유도되는데& KE=p 나 E=q9 dZXnRlZnX aReYhRj v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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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며(PZWRnX NRnX& 8ddVlZn& Ve Rl(& ,00,5 PZWRnX NRnX& :YRn& Ve Rl(& 

,00,)& OI8G 의 발현을 y소시키면 난포의 세포사멸이 증v하는 결과v 

나타나는 것으로(:YVnX Ve Rl(& ,002) 미루어 볼 때 OI8G 은 난포의 생존을 

유지하는 강력한 생존 신호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w되고 있다( 

 

그러나 OI8G 과 난포의 생존에 대해 연구한 기존의 실험 연구들(Zn gZeco 

defUj)에서는 =JH 의 역할에만 주목하였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난포의 

성장 및 배란 과정에 =JH 와 더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CH 의 역할에 

대해서는 Zn gZeco defUj 를 통해 연구된 바v 아직 없다( +330 년대 이후 

재조합 호μ몬(c=JH& cCH)이 개발된 이래로 임상 및 실험실 연구를 통해 

정상 호μ몬 여성과 CH 과다분비 질환(주로 다낭성난소증후군, polycystic 

ovarian syndrome, PCOS)이 있는 여성의 배란 주기에 작용하는 CH 의 

역할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조건에 대한 조작이 편리한 것으로 입증된 생쥐 체외 

배양(Zn gZeco mRefcReZon& IMD) 모델을 이용하여 배양 조건에서 =JH 와 

lfeVZnZkZnX YocmonV(CH)의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난포의 성장)퇴화와 

OI8G 의 발현 양상이 서로 연±±계를 보이는지 평v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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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전동 난포의 체외 배양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IndeZefeZonRl 8nZmRl :RcV 

RnU LdV :ommZeeVV& I8:L:)의 사전 검토를 ~쳐 연구 계획을 승인 받아

수행되었다( 

 

생후 +. 일된 암컷 :/19C0 생쥐 -0 마리로부터 난소를 적출하였고& 적출된

난소는 ,0-XRfXV 주사기(9VTeon ;ZTkZndon & :o(& =cRnklZn CRkV& 

LJ8)의 바늘을 이용하여 전동 난포(acVRnecRl WollZTlV)를 분리하였다( 

실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리된 전동 난포를 현미경으로 ±찰하여

난자v 중앙에서 ±찰되고 과립막세포v ℃전하게 ±찰되는 난포만을

수집하여 w 실험군별로 ,00 개씩 체외배양을 시행하였다( 체외 배양은 기존

연구로부터 확립된 방법을 통해 시행하였다(CZf Ve Rl(& ,00,5 BZm Ve Rl(& 

,0+0)( 

 

체외 배양 방법을 x략히 설명하면& 배양접시(9; 9ZodTZVnTVd& IcgZnV& LJ85 

00 i +/ mm5 + WollZTlV)UcoalVe& ,/ UcoalVed)UZdY)에 ,0rC 의 배양액을 / 

i / 배열로 점적하였다( 점적 후 mZnVcRl oZl(JZXmR& DF& LJ8)을 첨v하여

배양액의 증발을 방지한 후 -1u& /% :F, 조건에서 +,l+. 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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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였다( 배양액의 교체는 , 일마다 w 점적에서 +0rC 의 기존 배양액을

버린 후 동일한 용량 만큼 새로운 배양액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2. 배양액의 FSH:LH 비율에 따른 난포 성장 측정

총 +000 개(:onecol -,/ 개& 나머지 세 군은 .,/ 개)의 전동 난포를

선택하였고 배양액에 포함된 성선자극호μ몬 XonRUoecoaZn)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 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었다( 기본 배양액을 사용한 Tonecol 

군(Gcofa +)의 배양액은 D<Dp mVUZfm (IngZecoXVn& :RcldSRU& LJ8)에

/% WVeRl SogZnV dVcfm& ZndflZn + mX)mC(IngZecoXVn)& ecRndWVccZn 0(// 

mX)mC(IngZecoXVn)& dVlVnZfm 0(/ rX)mC(IngZecoXVn)& 그리고 aVnZTZllZn-

decVaeomjTZn(IngZecoXVn)을 포함하여 제조하였다( =JH 단독 첨v군

(Gcofa ,)은 기본 배양액에 cVTomSZnRne =JH (GonRl-=& DVcTk-JVcono 

J(8(& GVnVgR& JhZekVclRnU) ,00 mIL)mC 을 첨v하였고& =JH4CH 7 ,4+ 

군(Gcofa -)은 cVTomSZnRne =JH ,00 mIL)mC % cVTomSZnRne CH 

(CfgVcZd& DVcTk-JVcono J(8() +00 mIL)mC 를 ww 첨v하였으며& 

=JH4CH 7 +4/ 군(Gcofa .)은 c=JH ,00 mIL)mC % cCH +&000 

mIL)mC 을 ww 첨v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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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포의 성장을 평v하기 위해 배양을 시작한 / 일째& 3 일째& +- 일째에

현미경으로 난포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w 난포의 성장 및 퇴화

(UVXVnVcReZon) 여부는 배양 +- 일째에 현미경 하에서 형태 ±찰로

확인하였다( 잘 자란 난포(hVll-Xcohn WollZTlV)는 난포내 ®x이 충분히 

부풀어 오μ고 형태v 잘 유지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퇴화된 

난포(RecVeZT WollZTlV)는 난포 내 ®x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난포v 커지지

않고 난자와 난구 세포(Tfmflfd TVll)의 색이 어두워지는 경우& 분절 

(WcRXmVneReZon)이 형성되는 경우& 난구 세포 없이 난자만 밖으로 분출되는

경우 등이 ±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잘 자란 난포는 배양액에

cVTomSZnRne Y:G (FgZUcVl& DVcTk-JVcono J(8()와 YfmRn VaZUVcmRl 

XcoheY WRTeoc (<G=)를 추v하여 배란을 유도하였다( 배란 유도 이후에 w

군별로 난포의 생존율& 퇴화율 및 배란율을 분석하였다( 

3. 실시간 역전사 중합연쇄반응

KoeRl IE8 는 배양된 난포에서 시기별로 KIIkolm IVRXVne (IngZecoXVn)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eoeRl IE8 0(/ rX 으로부터 8TTfeV IK-

acVmZi (9ZonVVc& ;RVjVon& BocVR)를 이용하여 TomalVmVneRcj ;E8 

(T;E8)를 합성하였다( HfRneZeReZgV IK-G:I 은 JP9I XcVVn G:I mZi 

(HZRXVn& MRlVnTZR& LJ8)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3/u로 +/ 초x



 

7 

UVnRefcReZon& /2u로 ,0 초 동안 RnnVRlZnX& 그리고 1,u로 -0 초 동안

VieVndZon 하는 주기로 ./ 회 반복하였다( 모Δ 반응은 세 번 반복

수행되었으며& w 유전자의 발현은 GljTVcRlUVYjUV --aYodaYReV UVYjUco-

XVnRdV(G8G;H)의 발현z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실시x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에 사용된 acZmVc 의 염기 서열은 KRSlV + 에 기술하였다( 

4. 면역세포염색법

G9J 를 이용하여 배양 중인 난포를 세정한 후 .% aRcRWocmRlUVYjUV(G=8& 

JZXmR)를 첨v하여 상온에서 ,0 분x 고정시켰다( G9J 로 세정 후 0(+% 

KcZeon O +00(JZXmR)이 포함된 -% SogZnV dVcfm RlSfmZn(9J8& JZXmR) 

용액을 .u에서 +, 시x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토끼 항 OI8G 

일차항체(OI8G RneZSoUj (H-,0,)& JRneR:cfk 9ZoeVTYnoloXj& LJ8)를

+4+00 으로 희석하여 .u에서 +, 시x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 후 G9J 를

이용하여 - 번 세정한 후, 염소 항 토끼 이차항체(Goat anti-Rabbit IgG, 

Alexa Fluor! .22& DolVTflRc GcoSVd& MRlVnTZR& LJ8)을 +4+00 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 시x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 후 G9J 를 이용하여 - 번

세정한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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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법

w 군x의 난포 생존률과 배란율을 비교하기 위해 =ZdYVctd ViRTe eVde 를 

이용하였다( 

측정 시기별로 w 군x의 난포 직경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 까지 생존한 난포들을 대상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법(cVaVReVU 

mVRdfcV 8EFM8& ID-8EFM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시점에 

따른 효과와 w 군의 특정 시점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 

분석으로서 SonWVcconZ ToccVTeZon 을 적용하여 w 측정 시기별로 onV hRj 

8EFM8 를 시행하였다( 

=ZdTYVctd ViRTe eVde 및 ID-8EFM8 의 경우 a z이 0(0/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x주하였고& 난포 직경의 w 측정 시기별 사후 

분석은 반복 비교에 따른 유의 수준을 SonWVcconZ 법으로 보정하여 

a60(0+1(70(0/)-)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x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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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w 군별로 난포의 성장을 배양 / 일& 3 일& +- 일째에 ±찰하였다(=ZX( .)( 

난포의 생존률은 배양 13 일째에 관찰하였고, 배란율은 hCG+EGF 투약 후 

2 일째에 관찰하였다. 생존률과 배란율은 Fischer’s exact test 를 통해 각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JH4CH 7 ,4+ 

군(group 3)에서의 난포 생존률은 02(/% (,3+).,/)로 대조군(group 1) 

+2(,% (/3)-,/)& =JH onlj 군(group 2) .+(.% (+10).,/)& =JH4CH 7 +4/ 

군(group 4) /.(0% (,-,).,/)들에 비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a 6 0(0/)( 

난포의 배란율 또한 Xcofa - 에서 ,-(/% (+00).,/)로 group 1 의 0% 

(0)-,/)& group 2 의 +(0% (1).,/)& group 4 의 +(,% (/).,/)들에 비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a 6 0(0/& KRSlV ,)(  

 

그리고 w 군별로 배양 / 일& 3 일& +- 일째에 난포의 직경을 측정하여 난포의 

성장을 평v하였다( w 난포에 대해 여러 시점의 직경을 측정한 자료이므로 

w 군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양 조건으로 구분되는 군에 의한 

효과 뿐 아니라 시x에 의한 효과& 그리고 군과 시x의 

교호작용(ZneVcRTeZon)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통계적인 차이v 있는지 

분석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법(cVaVReVU mVRdfcV 

8EFM8& ID-8EFM8)을 이용하였고& 본 실험의 데이터들이 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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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정을 엄밀하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GcVVnYofd-GVZddVc ToccVTeZon 을 

통해 보정된 자유도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 

모델로부터 실험 군에 의한 통계적인 차이v 확인되어 사후분석으로서 

9onWVcconZ ToccVTeZon 으로 유의 수준을 보정하여 w 시점별의 사후 

분석으로 8EFM8 및 JTYVWWV eVde 를 시행하였다( 배양 +- 일에 ±찰한 

난포의 직경은 Xcofa - 에서 0..n1(2 rm(mVRnnJ<) 로 다른 군들에 비해 

의미있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a 6 0(00+)( Gcofa . 와 Xcofa , 의 

결과에서 배양 3 일의 난포 직경은 ,3,n1(3 rm gd( ,2-n2(. rm 로 

차이v 없었으나& 배양 +- 일에 측정한 직경이 .1,n2(2 rm gd( /,.n+0(+ 

rm 로 Xcofa , 에서 Xcofa . 에 비해 더 큰 것으로(G60(00+) 

±찰되었다(KRSlV -& =ZX( /)( 

 

실시x 역전사 중합연쇄반응(bfRneZeReZgV IK-G:I)을 통해 잘 자란 

난포(hVll-Xcohn WollZTlV)와 퇴화되는 난포(RecVeZT WollZTlV) 사이에 OI8G 과 

난자 발생 과정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들(ooXVnVdZd-daVTZWZT 

XVnVd)인 FTe.& 9ma+/ 및 GUW3 의 mIE8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 회 

측정한 mIE8 신호 강도를 G8G;H 로 보정한 z(o:K)을 이용하여 

DRnn-NYZenVj L eVde 를 통해 두 집단 사이의 차이v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잘 자란 난포에서 퇴화되는 난포에 비해 OI8G 과 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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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8 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a60(0/)& 9ma+/ 와 GUW3 의 

발현은 통계적인 차이v 나타나지 않았다(=ZX( 0)( 

 

ww의 실험군에서 OI8G mIE8 의 발현에 차이v 있는지 분석하였다( 잘 

자란 난포들과 퇴화된 난포들로 우선 구분한 다음 w 그룹별로 OI8G 발현에 

차이v 있는지 BcfdkRl-NRllZd eVde 를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잘 자란 난포들 및 퇴화되는 난포들 내에서 w 실험 군별로 OI8G 

mIE8 의 발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v 나타나지 않았다( 

 

잘 자란 난포와 퇴화된 난포에 대해 XIAP 의 발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면역세포염색(immunocytochemistry)을 통해서는 잘 자란 난포의 

과립막세포(granulosa cell)에서 주로 XIAP이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립막세포의 세포질에서 주로 ±찰되었다( 그에 비하여 퇴화된 

난포에서는 OI8G 의 표시v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서의 

실시x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에서 보이는 mIE8 lVgVl 에서의 결과v 단백질 

lVgVl 에서도 일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Z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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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8ddVlZn 등은 ,00+ 년에 cRe 을 이용한 Zn gZeco moUVl 을 이용한 실험으로 

OI8G 이 GI-B)8ke aReYhRj 를 통해 난포 과립막세포(XcRnflodR TVll)의 

세포 사멸(RaoaeodZd)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8ddVlZn Ve Rl(& 

,00+)(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JH v 우성 난포의 선택(UomZnRne WollZTlV 

dVlVTeZon)과 난포의 생존(dfcgZgRl)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분비인자 

(VnUoTcZnV WRTeoc)로서 KG=-p 및 E=q9 dZXnRlZnX aReYhRj 를 통해 

퇴화되지 않고 생존한 난포에서의 OI8G 발현과 상±±계v 있음이 

확인되었고(PZWRnX NRnX& 8ddVlZn& Ve Rl(& ,00,R5 PZWRnX NRnX& :YRn& Ve 

Rl(& ,00,S)& =JH 의 농도에 비례하여 OI8G 의 발현이 증v하고 난포의 

생존율과도 ±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P( NRnX Ve Rl(& ,00-)( OI8G 이 

난포 발달의 모Δ 단계에서 발현되며 TRdaRdV-- 및 TRdaRdV-1& -3 를 

차단하여 난포의 생존을 도모한다고 보고되었다(GYZllZaad Ve Rl(& ,0++5 <nV 

Ve Rl(& ,0+-)(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로 OI8G 이 난포 성장 및 배란 과정에 

있어서 난포 과립막세포의 세포 사멸(RaoaeodZd)로 인한 난포의 퇴화(WollZTlV 

RecVdZR)를 억제하는 난포의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한 인자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 v설 및 실험 moUVl 에서 =JH 와 더불어 Zn 

gZgo 에서 난포의 성장 및 배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CH 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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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확립된 난포의 체외 배양 모델을 통해 배양액의 

=JH4CH 의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난포의 생존율과 직경& 그리고 배란율에 

어떤 변화v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JH4CH 를 ,4+ 로 처리한 군에서 v장 

높은 난포의 생존율과 배란율을 보였고& 생존 난포의 평균 직경도 v장 크게 

±찰되었다( 그리고 =JH4CH 7 +4/ 군에서는 난포의 생존율은 높았으나 

배란율이 낮았고& 생존 난포의 평균 직경도 =JH4CH 7 ,4+ 인 군보다 작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부합하였는데(GRck Ve Rl(& 

,0+-)& =JH4CH 7 ,4+ 이 생쥐 난포 배양의 최적 조건으로서 v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더불어 실시x 역전사 중합연쇄반응(bfRneZeReZgV IK-G:I)을 통해 잘 자란 

난포(hVll-Xcohn WollZTlV)와 퇴화된 난포(RecVeZT WollZTlV)에서 OI8G 

mIE8 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잘 자란 난포에서 퇴화된 난포에 비해서 

XIAP  mRNA 발현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보고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P( NRnX Ve Rl(& ,00-5 GYZllZaad Ve Rl(& ,0++)( 그리고 각 군별로 

과립막세포의 세포사멸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진 XIAP mRNA 의 발현 

양상과 FSH4CH 비율의 연± ±계v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잘 자란 난포나 

퇴화된 난포로 구분한 이후에 w 실험 군별로 OI8G mIE8 의 발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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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v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실험 군별로 OI8G 

mIE8 의 발현이 차이v 나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잘 자란 

난포 그룹에서 퇴화된 난포 그룹에 비해서 OI8G mIE8 의 발현이 높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CH를 고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 최적 배양액 조건의 

실험군에 비해서 난포의 성장과 생존률이 떨어지는 점을 통해 배양액 

조성에서 적정 농도 이상의 CH 는 OI8G 발현을 저해할 v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면역세포염색(ZmmfnoTjeoTYVmZdecj) 결과를 통해서는 잘 자란 난포에서 

퇴화된 난포에 비해서 염색되는 밝기v 밝게 나타났고, 난포 과립막세포의 

세포질에 주로 특정(localization)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소견이다(P( NRnX Ve Rl(& ,00-5 GYZllZaad 

Ve Rl(& ,0++)(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Zn gZeco OI8G 연구들에서는 난포 성장이 

저해되는 모델로 =JHv 박탈되는 상황을 v정하였는데& 실제 Zn gZgo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GoljTjdeZT ogRcZRn djnUcomV& G:FJ)과 같이 =JH 의 

농도v y소하는 상황보다는 CH 의 분비v 증v함으로‘ 안드로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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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RnUcoXVn acoUfTeZon)이 증v하여 결과적으로 난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상황이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난포의 생존을 유도하는 중요한 신호인 OI8G 의 

발현과 ±α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CH 의 농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황체화호μ몬의 과발현(CH ogVcViacVddZon)과 

안드로겐이 과도한(RnUcoXVn ViTVdd) 환경을 OI8G moUVl 과 통합하여 

분석(dZmflReZon)함으로‘ 이후 연구를 통해 안드로겐(RnUcoXVn)의 종κ와 

농도v OI8G 의 발현과 ±α성을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α한 Zn gZeco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모델보다 진전된 

병인 및 발병 모델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게 

보다 개선된 내분비질환 조절 기제 및 배란유도 방법에 대한 근~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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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primers used for quantitative RT-PCR 
 
 

Gene  Forward (5'  3') Reverse (3'  5') 

GAPDH GAAGGTCGGTGTGAACGAAT TTTGATGTTAGCGGGGTCTC 

XIAP TCACAGCACTCCAACTCTAATC GACCTTCCGAGTGACCATTT 

Oct4 GCCCTACAGCAGATCACTCACA GAACCATACTCGAACCACATOCT 

GDF9  AACCCAGCAGAAGTCACCTC AGGGGCTGAAGGAGGGAGG 

BMP15  CAGTAAGGCCTCCCAGACGT AAGTTGATGGCGGTAAACCA 

AMH GGGGAGACTGGAGAACAGC AGAGCTCGGGCTCC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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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vival and ovulation rates by in vitro culture condition 
 

 
  



 

23 

Table 3. Measurement of diameter in in vitro grown follicle 
 

 
 
Data represent follicle diameters; Mean ± Standard Error [SE]. 
Group 1 = control, group 2 = FSH only, group 3 = FSH:LH = 2:1, group 4 = FSH:LH = 1:5 
* The differences of diameter measured in D9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groups except 
the difference between group 2 and 4. 
† The differences of diameter measured in D13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the 
group 1, but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 2 and 4 i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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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depletion of follicular reserve and the decrease of female 
fertility by age 
 

 
te Velde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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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creasing age is associated with lowered fecundity and infertility 
 

 
ASRM Practise Committee. Fertil Steri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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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olecular basis of apoptosis 
 

 
J. L. Till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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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velopment of preantral follicles during in vitro culture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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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surement of diameter in in vitro grown foll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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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ve expression of related genes 
 
 

 
  



 

30 

Figure 7. Immunocytochemical localization of XIAP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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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ship between FSH:LH ratio  

and expression pattern of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 (XIAP)  

in an in vitro mouse follicle culture model 

Noo-FY BZm 

FSdeVecZTd & GjnVToloXj& :ollVXV oW DVUZTZnV 

KYV GcRUfReV JTYool 

JVofl EReZonRl LnZgVcdZej 

Abstract 

O-CZnkVU InYZSZeoc oW 8aoaeodZd GcoeVZn (OI8G)& onV oW eYV ZnYZSZeoc oW 

RaoaeodZd acoeVZnd (I8Gd)& Zd hVll-knohn acoeVZn hYZTY acVgVned eYV 

RecVdZR oW ogRcZRn WollZTlV Sj SloTkZnX eYV TRdaRdVd aReYhRj( 9VTRfdV oW 

WollZTflRc RecVdZR& ogRcZRn cVdVcgV RnU WVmRlV WVceZlZej Zd UVTcVRdVU 

XcRUfRllj hZeY RXZnX( OI8G Zd WoTfdVU eoURj Rd BVj dfSdeRnTV Woc 

acVgVneZnX WollZTflRc RecVdZR& RnU deZmflReVd R deconX dZXnRl Woc 

mRZneRZnZnX WollZTflRc dfcgZg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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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VgZofd defUZVd cVlReVU hZeY OI8G& WollZTflRc XcoheY RnU dfcgZgRl gZR Zn 

gZeco TflefcV djdeVm hVcV WoTfdVU on eYV colV oW WollZTflRc deZmflReZnX 

YocmonV (=JH) onlj& Sfe eYV lfeVZnZkZnX YocmonV (CH) hRd noe jVe 

defUZVU hVll( In eYZd defUj& hV aVcWocmVU dVgVcRl eVded eo cVgVRl eYV 

cVlReZondYZa SVehVVn =JH4CH cReZo RnU ViacVddZon aReeVcn oW OI8G fdZnX 

Zn gZeco TflefcV djdeVm oW mofdV WollZTlV( 

 

FgRcZVd hVcV oSeRZnVU Wcom eYV +.-URj-olU :/19C)C mZTV Sj dfcXZTRl 

UZddVTeZon RnU acVRnecRl WollZTlVd hVcV ZdolReVU RnU TflefcVU( =ollZTlVd 

hVcV cRnUomlj RddZXnVU eo eYV Xcofad Rd UVdTcZSVU SVloh5 :onecol 

(Xcofa +)& =JH ,00 mIL)mC onlj (Xcofa ,)& =JH ,00 mIL)mC % CH 

+00 mIL)mC (Xcofa -)& =JH ,00 mIL)mC % CH +000 mIL)mC (Xcofa 

.)( 

 

KYV dfcgZgRl RnU ogflReZon cReVd hVcV dZXnZWZTRnelj YZXYVc Zn Xcofa - 

(02(/%),-(/%)( KYV mVRn UZRmVeVc hRd lonXVde Zn Xcofa - (;+- 

0..n1(2 μm, meannJ<; P<0.001) RnU eYV mVRn UZRmVeVc oW Xcofa . 

hRd dZmZlRc hZeY UZRmVeVc oW Xcofa , Zn ;3 (,3,n1(3 rm gd( ,2-n2(. 

rm) Sfe dYoceVc eYRn UZRmVeVc oW Xcofa , Zn ;+- (.1,n2(2 rm gd( 

/,.n+0(+ rm5 G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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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RneZeReZgV cVgVcdV ecRndTcZaeZon (IK)-aoljmVcRdV TYRZn cVRTeZon 

(G:I) hRd aVcWocmVU( =ollZTlVd hVcV ViRmZnVU fnUVc mZTcodToaV Zn ;/ 

RnU ;3 RnU UZgZUVU hZeY eho Xcofad Rd sNVll-Xcohnt gd( s8ecVeZTt(  KYV 

cVlReZgV ViacVddZon cReZo (ΔCT) oW OI8G mIE8 hRd eVnUVU eo YZXYVc Zn 

sNVll-Xcohnt Xcofa eYRn s8ecVeZTt Xcofa( NV aVcWocmVU bIK-G:I Rldo 

Woc ooXVnVdZd-daVTZWZT XVnVd (FTe.& 9ma+/& GUW3)( KYV cVlReZgV 

ViacVddZon cReZo (ΔCT) of Oct4 was higher in ‘Well-grown’ group than 

‘Atretic’ group, but the results of Bmp15 and Gdf9 are not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onTlfdZgVlj& eYV YZXY CH mVUZR deReV hRd Uohn-cVXflReZnX eYV 

ViacVddZon oW OI8G RnU hocdVnZnX eYV WollZTflRc XcoheY RnU dfcgZgRl 

cReYVc eYRn eYV oaeZmRl =JH4CH mVUZR deReV( In oeYVc hocUd& CH 

TomaodZeZon Zn eYV TflefcV mVUZR hRd cVlReVU hZeY OI8G ViacVddZon RnU 

WollZTflRc XcoheY RnU dfcgZgRl( 

BVj hocUd4 OI8G& CH& =JH& ogRcj& WollZTlV& Zn gZeco TflefcV 

JefUVne EfmSVc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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