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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연구목표 : 난소의 노화는 난포의 개수의 감소 및 난자의 질 저하로 인한 난소

예비능의 저하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항뮬러관호르몬과 동난포의 계수가 가장

유용한 측정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시난포의 수나 난자의 질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난포 및 난자의 생성과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조절 인자로

알려진 bone morphogenetic protein 15 (BMP15)와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9 (GDF9) 및 c-Kit은 난소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예측인자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마우스 실험으로서, 주령에 따른 마우스

난소예비능의 변화를 난포의 계수와 난소과배란에 대한 반응도를 통하여 확인하

고, 각 주령의 마우스로부터 적출한 난소에서 상기 인자들의 mRNA와 단백질의

발현량을 분석, 비교하여 난소예비능 측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6-10주령, 20-25주령, 30-35주령, 40-45주령별로 각 6마리의 마우스

에서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여 얻은 2개의 난소 중 하나는 hematoxylin and

eosin (H & E) 염색을 시행하여 난포수를 세고, 나머지 하나는 BMP15, GDF9

및 c-Kit에 대한 qRT-PCR 및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또한 암컷마우스로

과배란유도하여 동종 수컷마우스와 교배한 후, 수정이 된 마우스에 대해서, 앞서

기술한 동일한 주령별로 각 9마리씩 접합자 수집과 배아 배양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 H & E염색을 시행하였을 때 전체 난포의 개수는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원시난포의 개수의 경우 10주령 이하 마우스

와 비교하였을 때 초과 주령의 마우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난소과배란을 시행 후 회수된 접합자의 수의 경우 6-10주령과 40-45

주령의 마우스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배양된 포

배아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6-10주령 및 20-25주령 마우스와 30-35주령 및

40-45주령의 마우스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5).

BMP15와 c-Kit mRNA발현의 경우 6-10주령의 마우스와 비교할 때 40-45주령

마우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P<0.05). GDF9 발현은 주령

에 따라 의존적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6-10주령의 마

우스와 비교하였을 때 나머지 주령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

내었다 (P<0.05). BMP15, GDF9 및 c-Kit 단백질 발현은 mRNA결과와 동일하

게 6-10주령의 마우스에 비해 40-45주령의 마우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했다 (P<0.05).

결론 : 난포의 계수와 과배란유도로 인한 난소의 반응도 및 수정란의 배양을 통

하여 마우스주령이 증가할수록 난소예비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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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15, GDF9 및 c-Kit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의 결과 역시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었던 바, 세가지 인자가 난소 예비능 검사로 활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중심단어: 난소노화, 난소예비능, BMP15, GDF9, c-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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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난소의 노화는 여성 생식기관의 노화과정 중 중요한 이벤트로서 난포의 개수의

감소 및 난자의 질 저하로 인한 난소예비능의 저하를 의미한다
1)
. 여성의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난소예비능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대

표적인 방법은 난포기 초기에 난포자극호르몬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에스트라디올 (E2), inhibin B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난자와 난포의

집합이 감소함에 따라 과립막세포에서 inhibin B의 분비가 감소하여 월경주기 초

반에 FSH와 E2의 조기 상승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항뮬러관호르몬

(antimüllerian hormone; AMH)를 직접 측정하거나, 동난포 (antral follicle)의 개

수를 직접 측정하는 법이 더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2-4)
.

난소예비능 검사는 임상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AMH의 경우

여성의 small, large preantral follicle과 small antral follicle의 과립막세포에서만

분비되는데, 폐경의 시기 예측 및 과배란 체외수정술간에 난자회수율 및 난소의

반응 예측과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진단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하지

만 젊고 건강한 여성의 경우 낮은 AMH가 반드시 낮은 가임력이나 난소예비능

을 예측하지 못하는데8), 이는 AMH가 난자의 질의 저하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

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진정한 난소예비능이라 할 수 있는 원시난포의 수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9). 또한 연구에 따라 나이에 따른 AMH 결과값의

분포가 달라 원시난포의 수에 중점을 둔 난소 예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의

임계값 및 분석법의 표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0).

한편, 정상적인 난소의 기능, 난포의 발달 및 난소 노화는 FSH, 황체화호르몬

(LH), 성선자극호르몬 및 여성호르몬뿐만 아니라 국소적으로 생성된 다양한 성

장 인자 및 사이토카인의 내분비, 주변분비 및 자가분비 방식에 의해서 정밀하게

조정된다11,12). 이 중 난모세포에서 분비되는 강한 성장인자인 bone

morphogenetic protein 15 (BMP15)와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9 (GDF9)은

TGF-β superfamily에서 가장 큰 subfamily인데13-16), 연구에 의하면 TGF-β 

superfamily member는 난포와 난자의 생성 및 난소 기능의 조절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한다고 한다11,17-19). Chang등에 의하면 난소내 BMP15와 GDF9가 난포의 형

성과 난소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조절인자임은 분명하다고 하며, 그들 서로간의

생물학적 작용이 상호의존적인지 여부는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다20-23). 또한

BMP15와 GDF9의 mRNA의 발현은 난소예비능 및 기능과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여성의 나이와 연관성이 있고, 최근 게놈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이들 유전자

의 돌연변이가 조기난소부전에 관여한다고 한다16,24). 또한 Kit ligand (KL)는 포

유류의 난포 및 난자의 생성 과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밝혀진 성장 인자로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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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 c-Kit에 결합함으로써 작용하는데, KL/c-Kit시스템은 원시 배아 세포의 형

성, 원시 난포의 활성화 및 난모세포의 성장 및 생존과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을

한다25-28).

현재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BMP15, GDF9과 c-Kit은 난소의 노화

를 측정할 수 있는 예측 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이 난

소 노화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동물실험으로서,

주령에 따른 마우스 난소예비능의 변화를 난포의 계수와 난소과배란에 대한 반

응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각 주령의 마우스로부터 적출한 난소에서 상기 인자들

의 mRNA와 단백질의 발현량을 분석, 비교하여 난소예비능 측정에 대한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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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암컷 및 수컷 C57BL/6마우스를 대구에 소재한 실험 동물 센터

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될 때까지 물과 음식을 제한 없이 공급하고, 12시간

교대로 낮과 밤 주기를 조절하면서 사육하였다. 6-10주령, 20-25주령, 30-35주령,

40-45주령별로 각 6마리의 마우스에서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여 얻은 2개의

난소 중 하나는 hematoxylin and eosin (H & E)염색을 시행하여 난포수를 세고,

나머지 하나는 qRT-PCR 및 western blot을 위해 -80°C에 보관하였다. 또한 과

배란 유도를 시행하여 수정이 된 마우스에 대해서, 앞서 기술한 동일한 주령별로

각 9마리씩 접합자 수집과 배아 배양을 시행하였다. 모든 마우스는 부산대학교

동물실험 연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사육, 관리하며 실험에 이용하였다.

2. Hematoxylin and eosin (H & E)염색과 난포의 계수

H & E염색을 시행한 각 난소의 모든 절편에서 두명의 맹검 연구자가 난포의

개수를 세었고, 두 번 계수하여 결과를 보정했다. 관찰된 난포의 발달 단계는 기

존의 기술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는데29), 원시난포 (편평한 과립막세

포 한 층으로 둘러싸인 난모세포), 일차 난포 (입방형의 과립막세포 한 층으로

둘러싸인 난모세포), 이차 난포 (난포강이 없는 입방형의 과립막세포 2-3층으로

둘러싸인 난모세포), 그리고 동난포 (독립된 하나 이상의 난포강이 있는 4층 이

상의 과립막세포로 싸여있거나, 난구세포로 싸인 난모세포)이다. 과립막세포층에

죽은 세포가 있거나, 과립막세포가 무질서하거나, 난모세포가 퇴화된 경우 또는

난모세포 핵이 파편화되어 있을 경우 폐쇄난포로 간주하였다.

3. 과배란 유도와 접합자 수집 및 배아 배양

암컷 마우스에게 과배란유도를 위해 pregnant mare’s serum gonadotropin

(PMSG, Sigma) 5IU 0.1mL와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Sigma) 5

IU를 48시간 간격으로 복강주사하고, 수컷과 암컷을 1대1로 동숙시켰다. hCG 주

사로부터 18시간 후 암컷의 질전을 확인하여 질전이 형성된 암컷만 수정이 되었

다고 판단하고, 경추탈골법으로 마우스를 희생시킨 뒤, 난관을 적출하여

Dulbecco’s phosphate buffer saline (dPBS; Giboc BRL, Grand Island, USA)에

넣고, 난관 누두부를 관류시켜 난구세포로 싸인 접합자를 회수 후, 0.1%

hyaluronidase (Sigma)로 1분간 배양하여 탈락시키고 배아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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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 Serum Substitute Supplement (SSS, Irvine Inc.)가 포함된 P1

medium (Irvine Inc. Santana, USA)으로 세 번 세척한 뒤, 37°C, 5% CO2

incubator에서 체외 배양 하였는데, 동일한 배지 30μL에서 2일간, 이후 10% SSS

가 포함된 Blastocyst medium (Irvine Inc.)에서 2일간 배양하였고, 배지는 매일

교체하였다.

4. RNA Preparation and qRT-PCR

전체 RNA를 Trizol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제조

사 지침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된 전체 RNA 1μg과 AM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Madison, WI, USA) 및 random hexamer (Takara Bio,

Inc., Otsu, Japan)를 이용하여 42°C에서 1시간동안 cDNA를 합성하고, specific

primer를 이용하여 PCR증폭하였다. 반응조건은 95°C에서 30초 denaturation,

58°C에서 30초 annealing, 72°C에서 30초 extension으로 총 32-45cycle이다. Real

time-PCR은 SYBR Green I Light Cycle system (Roche, Mannheim, Germany)

을 이용하였고, 합성한 cDNA에 specific primer와 Light Cycler Fast DNA

master mixture for SYBR Green I 및 MgCl2를 첨가하여 총 20mL를 PCR하였

고,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을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반응조건은 95°C에서 10분 denaturation후 95°C에서 10초, 56°C에서

5초, 72°C에서 20초로 총 40cycle이다. 사용한 primer는 Table 1.과 같다.

5. Western Blot Analysis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해 200mL의 완충용액(50mM Tris-HCl [pH 7.5], 150 mM

NaCl, 1% Nonidet P-40, 1m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and protease

inhibitor)과 함께 기계적 파쇄하였다. 단백질 양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화한 Bradford reagent (Bio-Rad, Hercules,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상등액을 SDS-PAGE gel에서 전기영동을 시킨 뒤, 단백질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PVDF; Millipore, Bedford, USA)으로 15V에서 90분간

이동시켰다. PVDF막을 skim milk를 포함한 Tris-buffered saline with 1%

Tween 20 (TBS-T)로 차단한 뒤 anti-mouse BMP15, GDF9, c-Kit antibody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USA) 및 anti-mouse actin antibody

(Sigma, St Louis, USA)와 하룻밤 동안 반응시켰다. TBS-T로 4회 세척한 후

2차 항체인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body (Santa Cruz

Biotechnology)와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TBS-T로 3회 세척한 후 단백질

밴드를 Enhanced chemi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Amersham Pharmacia



5

Biotech)을 이용하여 영상화하고, ImageJ (version 1.35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β-actin와 비교하여 정량하였다.

6. 통계처리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기술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P<0.05인 것을 통계학적 유의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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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Primer sequence
Bone morphogenetic protein-15 (BMP15)
Sence 5’-TTGCTCCTCGTCTCTATACC-3’
Antisence 5’-CTAGATGGCATGGTTGG-3’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9 (GDF9)
Sence 5’-GAGTGTGTTGACCATTGAACC-3’
Antisence 5’-GCACCTCGTAGCTATCATGTC-3
c-Kit
Sence 5’-GCCTAGTCATTGTTGCA -3’
Antisence 5’-CCCAAGTTTGTCTATGATGG-3’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Sence 5’ ACCACAGTCATGC ATCAC-3’
Antisence 5’-TCCACCACCCTGTTGCTGTA-3’

Table 1. Primer sequence for PCR a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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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령이 다른 각 마우스의 난소에 대해 H & E염색을 시행하고 난포의 수를

세어 각 발달 단계별로 분류하였다 (Figure 1). 모든 마우스의 난소에서 모든

발달 단계의 난포가 관찰되었으며, 전체 난포의 개수는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원시난포의 개수는 주령에 의존적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10주령 이하 마우스와 비교하였을 때 초과 주령의

마우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일차난포, 이차난포

및 동난포의 개수의 경우 주령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10주령 이하의 마우스의

난소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것은 일차난포의 경우

40주령이상, 이차난포와 동난포의 경우 30주령이상 마우스의 난소였다 (P<0.05).

폐쇄난포의 경우 주령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2).

마우스의 주령에 따른 난소과배란의 반응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배란 후

수정된 접합자를 회수하여 체외 배양하였다. 회수된 접합자의 수의 경우 주령에

따른 의존적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6-10주령과 40-45주령의 마우스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접합자의 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파편화된 접합자가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역시

6-10주령과 40-45주령의 마우스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배양된

포배아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6-10주령 및 20-25주령 마우스와 30-35주령 및 40-45주령의 마우스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5, Table 2).

각 주령의 마우스의 난소에서 BMP15, GDF9 및 c-Kit의 mRNA의 발현을 알기

위해 RT-PCR을 시행하였다. 모든 주령의 마우스의 난소에서 BMP15, GDF9 및

c-Kit mRNA의 발현이 관찰되었지만 각각 그 양상이 달랐다. BMP15의 경우 주

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20-25주령의 마우스에서 발현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한 6-10주령의 마우스와 비교할 경우 40-45주령 마우스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P<0.05). c-Kit mRNA발현의 경우,

주령에 따라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6-10주령의 마우스와 비교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낸 것은 BMP15와 동일하게 40-45주령 마우스였

다 (P<0.05). 반면 GDF9 발현은 주령에 따라 의존적 방식으로 유의하게 점차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10주령의 마우스와 비교하였을 때도 나머지 주

령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P<0.05, Figure 3).

BMP15, GDF9 및 c-Kit 단백질 발현은 6-10주령 및 40-45 주령의 마우스 난소

에서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mRNA발현이 두 주령대에



8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각 단백질의 발현은 앞서 제시

된 RT-PCR 결과와 동일하게 6-10주령의 마우스에 비해 40-45주령의 마우스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P<0.05,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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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resentative hematoxylin and eosin (H & E) sections of ovaries

from mice of different ages. (A) 6-10 weeks old, (B) 20-25 weeks old, (C)

30-35 weeks old, and (D) 40-45 weeks old. Follicles at each stage were

observed at all ages, and numbers of follicles from primordial to antral

follicles gradually reduced wit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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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s of numbers of primordial, primary, and secondary

follicles per ovary at different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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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f

mice

(weeks)

No. of

mice

provided

No. of

zygotes

flushed

No. of zygotes

flushed/mouse

No. (%) of

zygotes

fragmented

No. of

zygotes

cultured

No. (%) of

blastocysts

6-10 9 154 17.1±15.6a 14 (9.1)a 140 67 (47.9)b

20-25 9 155 17.2±18.3 19 (12.3) 136 30 (22.2)b

30-35 9 145 16.1±16.0 29 (20.0) 116 9 (7.8)

40-45 9 117 13.0±10.4 39 (33.3) 78 5 (6.4)

Table 2. Numbers and embryo development of zygotes retrieved from mice

of different ages.

aP<0.05 (vs. 40-45 weeks), bP<0.05 (vs. 30-35 weeks and 40-45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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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ve mRNA expressions of BMP15, GDF9 and c-Kit in the

ovaries of mice aged from 6-10 to 40-45 weeks old. Levels of the mRNAs

of BMP15, GDF9 and c-Kit were normalized versus GAPDH.



13

Figure 4. Representative protein expressions of BMP15, GDF9 and c-Kit in

the ovaries of mice aged 6-10 and 40-45 weeks old. Proteins levels of

BMP15, GDF9 and c-Kit were normalized versus β-actin. Results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Relative gene

densities were quantified using NIH-Image J software (version 1.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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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번 연구에서 암컷 마우스의 노화에 의한 난소예비능의 변화와 난소에서

발현되는 BMP15, GDF9 및 c-Kit의 mRNA와 단백질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난포의 계수와 과배란유도로 인한 난소의 반응도를 통하여 마우스주령이

증가할수록 난소예비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mRNA발현의 경우 세가지

인자 모두 6-10주령의 마우스와 비교하였을 때 40-45주령 마우스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GDF9의 경우 마우스의 주령에 의존적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세가지 인자의 단백질 발현 역시

mRNA발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난자가 감수분열을 재개하고, 정자와의 수정 후 감수분열을 완성하여 배아로

발달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난포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난자와

주변의 과립막세포 또는 난구세포 및 난포막세포간의 신호전달이 필수적이다.

이와 연관된 인자 중 BMP15과 GDF9은 난자에서 분비되어 과립막세포 또는

난구세포의 분화 및 기능에 밀접하게 관련된 강한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BMP15와 GDF9을 측정하는 것은 난모세포의 질이나 발달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표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우스 관련 연구에서 GDF9이

난모세포의 질을 반영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30), 인간 난구세포에서 측정한

BMP15과 GDF9의 mRNA와 난모세포의 성숙과 수정, 그리고 배아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며, 이들과 난소의 기능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체질량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보고된 바 있다16).

한편 진정한 난소예비능은 동난포처럼 성장중인 난포보다는 원시난포의 개수에

의해 더 잘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난소의 노화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는

원시난포의 개수 및 이들의 활성화 여부라 할 수 있다. 원시난포의 활성화는

다양한 인자들의 양성 및 음성 되먹이기 기전으로 조절되는데, 그 중 PI3K

경로는 원시난포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신호 전달 경로로 알려져

있고31), PI3K경로는 KL/c-Kit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 바, 결국 PI3K경로를 통한

Kit인자의 전달이 난포의 성숙을 촉진하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KL/c-Kit시스템은 난자 및 난포형성의 중요한 조절인자로서, 원시생식세포에

대해 항세포사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원시세포에서 난포의 성장을

개시하고, 성장시킴으로써, 결국 난포세포의 성숙능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27,32-34). 한편 과립막세포에서 KL의 발현은 역시 과립막세포의 활성화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MP15와 GDF9에 의해

조절된다35-40). 이렇게 원시난포 및 난포의 발달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BMP15, GDF9 및 c-Kit이 난소의 노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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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난소예비능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MH검사는 원시난포의 수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난모세포의 질의 감소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낮은 AMH (<0.16ng/mL)환자군에서 체외수정술을

하였을 때, 54%의 높은 시술주기 실패율을 보이긴 하나, 주기당 생존출생율은

9.5%를 보고하였고41), Steinner등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난임 병력이

없는 750명의 30-44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소 예비능 검사결과에 따라 AMH

<0.7ng/mL군과 정상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간의 자연임신율을 비교하였을 때,

임신시도 6주기 동안 임신율이 각각 65% [95% CI, 50%-75%], 62% [95%CI,

57%-66%], 12주기 동안 임신율이 각각 84% [95%CI, 70%-91%], 75% [95%CI,

70%-79%]로 낮은 AMH결과가 낮은 생식력과 연관성이 없었다42). 즉 난소의

노화가 난모세포 및 난포의 수와 질의 감소를 의미하겠지만, 난포수의 감소 또는

난포에서 분비되는 인자의 감소가 난모세포의 질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원시난포의 측정에 대한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번

연구결과와 같이 마우스 주령에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BMP15, GDF9, c-Kit등이

중요한 대상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MP15, GDF9 및 c-Kit

주된 발현세포가 난소이고, 난포성장 전 단계에 걸쳐 발현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대상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난자의 질과의 연관성 및 미래

임신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는 관계로 AMH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또한 BMP15 mRNA의 경우 주령 의존적 경향을 벗어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다른 한계점은 난소예비능

측정을 위해서 난소 조직에서 BMP15, GDF9 및 c-Kit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을 연구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난소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면 AMH를

포함하는 혈액 샘플링을 통한 검사와 달리 제한성이 커진다. 또한 혈청에서

이들의 농도를 측정할 경우 난소 이외의 다른 조직에서 분비되는 양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혈청과 난소 조직에서 농도간의 연관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난소예비능 검사를 위한 BMP15, GDF9 및 c-Kit의 활용도에 대한

가능성을 본 연구로서 본연구만으로는 한계점이 많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소예비능 검사의 활용도와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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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각 6-10주령, 20-25주령, 30-35주령, 40-45주령별 마우스에서 양측 난소절제술

을 시행하여 얻은 2개의 난소 중 하나는 H & E염색을 시행하여 난포수를 세고,

나머지 하나는 BMP15, GDF9 및 c-Kit에 대한 RT-PCR 및 western blot을 시

행하였다. 또한 암컷마우스로 과배란유도하여 동종 수컷마우스와 교배한 후, 수

정이 된 마우스에 대해서, 접합자 수집과 배아 배양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모든 마우스의 난소에서 모든 발달 단계의 난포가 관찰되었으며, 전체 난포의

개수 및 폐쇄난포를 제외한 모든 발달 단계의 난포의 개수가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6-10주령의 마우스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 유의성을 나타낸 것은 원시난포의 경우 모든 초과 주령의

마우스에서, 일차난포의 경우 40주령이상, 이차난포와 동난포의 경우

30주령이상의 마우스의 난소였다 (P<0.05).

2. 회수된 접합자의 수 및 배양된 포배아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파편화된 접합자가 마우스의 주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회수된 접합자와 파편화된 접합자의

경우, 6-10주령과 40-45주령의 마우스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났고, 배양된

포배아의 경우 6-10주령 및 20-25주령 마우스와 30-35주령 및 40-45주령의

마우스를 비교하였을 때 확인되었다 (P<0.05).

3. BMP15, GDF9 및 c-Kit의 mRNA발현은 모두 주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었으나, 양상의 차이는 있었으며, 특히 BMP-15의 경우 20-25주령의 마우스에서

발현이 최고조에 달했다. BMP15와 c-Kit의 경우 6-10주령의 마우스와 40-45주

령 마우스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던 반면 GDF9은

6-10주령의 마우스와 그 외 주령 모두를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P<0.05).

4. BMP15, GDF9 및 c-Kit의 단백질 발현은 6-10주령의 마우스에 비해 40-45주

령의 마우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P<0.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마우스 난소의 난포의 개수와 난자의 질은 주령에 의존

적으로 감소하며, 이들의 생성과 발달에 중요한 조절 인자로 알려진 BMP15,

GDF9 및 c-Kit의 mRNA와 단백질 발현 역시 마우스의 주령에 의존적으로 변화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인자가 난소 예비능 검사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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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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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tential role of ovarian expressions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 15,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9, and c-Kit as predictors for ovarian aging

Jun-Woo Ahn, M.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Directed by Prof. Young Tak Kim, M.D., Ph.D.)

Objective : As the number of follicles and the quality of the oocytes decrease

due to ovarian aging, the antimüllerian hormone and the number of antral

follicles are known to be the most useful method to check ovarian reserve.

However, there is a limit of tools to precisely reflect the numbers of

primordial follicles or the quality of the oocytes. On the other h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 15 (BMP15),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9 (GDF9) and

c-Kit, which are known to be important regulators of folliculogenesis and

oogenesis, could be useful predictors of ovarian senescence. We investigated

the changes of mouse ovarian reserve according to the age by microscopic

follicle count, responses to ovarian hyperstimulation, and changes of mRNA

and protein expression of BMP15, GDF9 and c-Kit to evaluate the potential

use of three factors for ovarian reserve measurement.

Materials and Methods : One of two ovaries obtained by bilateral

oophorectomy in each of 6 mice of 6-10 weeks old, 20-25 weeks old, 30-35

weeks old, and 40-45 weeks old was subjected to hematoxylin and eosin (H

& E) staining, and the other one was subjected to RT-PCR and western

blotting for BMP15, GDF9 and c-Kit. In addition, female mice were

ovarian-hyperstimulated and mated with homologous male mice. After

fertilization in each of nine mice of the same weeks, zygotes were collected

and embryo culture was performed.

Results : On H & E staining, the numbers of total follicles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age of the mice, and the number of primordial

follicles of mice below 10 weeks old was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mice of other age groups (P<0.05). The number of zygotes retriev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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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vul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between 6-10

weeks old and 40-45 weeks old mice. The difference of the number of

blastocytes culture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6-10 weeks or 20-25

weeks old mice with 30-35 weeks or 40-45 weeks old mice (P<0.05). The

expression of BMP-15 and c-Kit mRN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40-45 weeks old mice compared to 6-10 weeks old mice (P<0.05).

The GDF9 expression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gradually in a age

dependent manner. It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all

other age groups when compared with 6-10 weeks old mice (P<0.05). The

BMP15, GDF9 and c-Kit protein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40-45 week old mice compared to 6-10 week old mice as mRNA results

(P<0.05).

Conclusions : The microscopic follicle count, ovarian responses to

hyperstim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mbryos showed a decreased

ovarian reserve as the mouse age increases. The expression of mRNA and of

BMP15, GDF9, and c-Kit protein also decreased with increasing age of

mouse. Further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se 3

factors to be clinically used as an ovarian reserve test.

Key words : ovarian aging, ovarian reserve, BMP15, GDF9, c-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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