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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histogenesis and interrelationship of the various types of germ cell tumors
(GCTs) have been proposed. Dysgerminoma/seminoma (D/S) is a primitive GCT that has not
acquired the potential for further differentiation, whereas other types of GCTs are in a dynamic
process of differentiation towards a somatic or extraembryonal direction. A primordial germ cell
giving rise to a GCT undergoes a developmentally regulated erasure and resetting of imprint-
ed genes, but changes in the imprinting pattern in GCTs as the tumor differentiates have not
been well defined. We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SNRPN methylation pattern
between the germinomas and non-germinomatous GCTs, as compared with the somatic methy-
lation pattern. Methods : We used 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tissue sections of 97 GCTs
(18 Ds, 21 Ss, 17 yolk sac tumors (YSTs), 19 immature teratomas, and 22 mature teratomas).
DNA methylation was evaluated after bisulfite modification, PCR amplification, and restriction
enzyme digestion. Results : The SNRPN methylation pattern was changed in 53/74 (71.6%)
of GCTs as non-somatic patter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thylation pattern
between the germinomas and non-germinomatous GCTs, the GCTs being frequently hypo-
methylated in Ds/Ss (73.3%), in contrast to the frequent hypermethylation seen in the YSTs
and teratomas (47.7%, p<0.05). Conclusions : The methylation status of an imprinting gene
may be involved in the mechanism causing cellular differentiation and tumorigenesis of GCTs. 

Key Words : Neoplasms, Germ cell, Embryonal; Genomic imprinting; Small nuclear ribonucle-
oprotein polypeptide N (SNRPN)

전선 ∙김규래1∙최 진1∙노재윤2

 21

인체배아세포종양에서 세포분화에 따른 SNRPN 각인유전자 메틸화의 변화

유전체각인(genomic imprinting)이란 상염색체에 흩어져 있

는 소수의 유전자에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유전자의 전사가 결

정되는 것이다. 유전체각인은 유전자 혹은 염색체의 후성변화

(epigenetic modification)에 의해 모계유전자나 부계유전자 중

어느 한쪽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하고 비활성화함으로써 모계유

전자와 부계유전자의 단백 발현의 차이를 초래한다. 각인이 소실

되면 특정한 각인유전자의 모계 및 부계유전자의 립형질이 모

두 억제(biallelic regression)되거나 발현(biallelic expression)

된다. 유전체각인은 유전질환뿐 아니라 일부 악성종양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물의 배발생 시

원시배아세포(primordial germ cell)에서는 각인유전자의 발현

이 소실되는 반면, 그 후 다양한 세포학적 분화를 보이는 미분화

다기능세포(totipotential cell) 단계에서는 유전체각인이 새로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각인유전자와 세포분화 사이에 접한 연

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유전체각인을 통해 유전자

의 양이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어 정상적인 발달과정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유전체각인을 포함한 후성변화는 정상적인 발달과 분

화 등 다양한 세포 내 변화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다.1-9 각인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전에는 DNA의 메틸화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4,7,8,10,11 모계 혹은 부계유전자의 메틸

화는 원시배아세포에서는 소실되었다가 생식자발생(gametoge-

nesis) 과정에서 다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0,12 정자

발생(spermatogenesis) 과정에서는 감수분열(meiosis) 전에,6 그

리고 난자발생(oogenesis) 과정에서는 2차감수분열(meiosis II)

전에 재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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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는 쥐와 사람에게 각인되는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각인유

전자로, 사람의 경우 15번 염색체에 위치한다. 모계에서 기원한

유전자는 메틸화되어 발현이 억제되고, 부계에서 기원하는 염색

체에서만 그 유전자가 발현된다.4,7,8,10,11,13-17

배아세포종양(germ cell tumor)은 세포분화 정도에 따라 난

소의 미분화세포종(dysgerminoma)이나 고환의 정상피종(semi-

noma)에서와 같이 원시배아세포를 닮아 세포분화를 전혀 보이

지 않는 종자세포종성(germinomatous) 혹은 미분화배아세포종

양과, 배아의 초기발생단계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구조의 분화를

보이는 비종자세포종성(non-germinomatous) 배아세포종양으로

구분된다. 배아의 초기발생단계에서 관찰되는 구조로는 난황주

머니, 양막, 그리고 배아를 들 수 있는데, 비종자세포종성배아

세포종양은 종양세포와 정상배아발생 구조들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들의 세포분화 성상에 따라 난황주머니종양(yolk sac tumor),

융모막암종(choriocarcinoma), 기형종(teratoma) 등 한 가지 성

분으로 이루어진 종양(pure form)과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종양(mixed form)으로 다시 세분한다. 배아세포종양은 고환과

난소를 포함한 생식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격, 복막뒤공간,

중추신경계 등에서도 발생한다. 이처럼 조직학적 소견과 세포의

특성은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주변 환경의 향보다는 유전적 혹은 내적 요인에 의해 종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아세포종양의 조직학적 분류와 조직발생 과정의 상호연관성

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아직 논란이 있다.18-22

배아세포종양의 여러 가지 조직학적 소견들은 정상적인 배아발

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아, 배아외 중배엽, 난황주머니로 분화

하는 소견과 유사하다.23,24 이로 미루어 볼 때, 배아세포종양에서

종양세포의 분화와 정상배아발생 과정에서 세포분화의 기전 사

이에는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현재까지 정상배

아발생이나 이에 수반된 세포분화, 그리고 유전체각인의 연관성

을 밝히려는 연구는 동물실험을 통해 많이 진행되어 왔다.1-3,5,9

Bussey 등14은 사람의 생식기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과 정상

난소, 장액낭샘암종 및 골육종 등을 포함한 다른 종양들을 구분

지어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를 비교분석하 는데, 생식기

의 배아세포종양에서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가 좀 더 뚜

렷하게 변화하여 비체세포 형태(non-somatic pattern)가 흔히

관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배아세포종양에서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형태가 이

종양의 기원인 원시배아세포의 메틸화 형태를 반 한다고 주장

하 다. 그러나 사람의 배아세포종양에서 종양세포의 분화와 관

련한 종양의 분류에 따른 각인유전자의 메틸화나 발현형태에

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SNRPN 각인유전자를 이용해, 원시배아세포와

미분화다기능세포 사이에서 관찰되는 유전체각인의 차이가 원시

배아세포를 닮은 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과 그 외 배아세포종

양 사이에서도 관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인체배

아세포종양에서 종양의 세포분화와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그리고 배아세포종양이 동일

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을 상으로 성별과 연령 및

배아세포종양의 위치에 따라 메틸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1995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울산 학교 서울아산병원

병리과에서 절제한 97예의 단일성분의 배아세포종양을 상으

로 하 으며, 포르말린에 고정되고 파라핀에 포매된 종양조직을

이용하 다. 증례들은 미분화세포종 18예, 정상피종 21예, 난황

주머니종양 17예, 악성기형종(immature teratoma) 19예, 피부

모양기형낭종(mature teratoma) 22예 다. 단일성분의 난소

혹은 고환의 배아암종(embryonal carcinoma)과 원발성융모막

암종은 본 연구 기간 동안 증례가 없어 포함시킬 수 없었다.

모든 증례를 조직학적으로 재확인하 고 각 증례마다 가장 적

절한 파라핀블록을 선택하여 절편을 얻은 후, 종양조직에 인접한

정상조직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상조직을 모두 제거하 다. 그리

고 각 증례에서 메틸화의 조군(정상체세포조직의 메틸화 형태)

을 얻기 위해, 동일한 환자의 림프절, 자궁관 등 체세포조직에서

파라핀절편을 박절하 다.

배아세포종양을 크게 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과 비종자세

포종성배아세포종양으로 구분하 고, 환자의 연령은 14세를 기

준으로 14세 이하는 소아로 14세를 초과하면 어른으로 분류하

다. 종양의 발생 위치는 난소와 고환을 포함한 생식(gonadal)기

관과 비생식(non-gonadal)기관으로 구분지었다.

연구 방법

DNA 추출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약 10 m 두께의 절편을 얻었다. 통상

의 방법 로 xylene과 ethanol을 처리하여 얻은 조직에 10 mM

Tris-HCl (pH 8.0), 10 M EDTA, 0.5% SDS, 100 mM NaCl

이 포함된 lysis buffer 500 L와 단백분해효소 K (20 mg/mL)

12.5 L를 첨가하고 60℃에서 24시간 동안 단백을 분해시켰다.

95℃에서 약 10분간 가열하여 단백분해효소 K를 불활성화시키

고 이 혼합용액을 약 5분간 원심분리하 다. 그런 다음 상층액을

취하여 phenol/chloroform/isoamyl alcohol (25:24:1), cholo-

roform, 7.5 M ammonium acetate (NH4AC), 그리고 ethanol

을 차례 로 처리하여 DNA를 추출하 다.

Bisulfite modification

Genomic DNA 1 g을 3.5 M sodium bisulfite와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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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quinone이 혼합된 용액 550 L (pH 5.0)에 첨가하여 16

시간 동안 50℃ 암시야에서 반응시켰다. 10 L의 silica gel 첨

가, 실온 방치 및 원심분리를 거쳐 상층액을 제거한 뒤 얻은 DNA

를 500 L의 buffer PE (Qiaex II)에 두 차례 세척한 다음 건

조시켰다. 이후에 Tris 20 L (pH 8.5)를 첨가하여 50℃에서

10분 정도 가열한 뒤 이 첨가물에서 15 L를 얻었다. 그런 다음

남은 용액에 Tris 20 L (pH 8.5)를 첨가하고 50℃에서 가열

하여 다시 20 L를 추가로 더 얻어서 총 35 L의 DNA 용액

을 취했다. 여기에 1 N NaOH 15 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

간 방치한 뒤, 7.5 M NH4AC 35 L와 cold ethanol 170 L

를 처리한 다음 하 20℃에서 1시간 정도 방치했다. 다시 원심

분리한 뒤 70% ethanol 1 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통해 bisulfite-modified DNA를 추출하 다.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SNRPN 각인유전자에서 HhaI 절단부위와 CAG 반복서열을

포함하도록 길잡이를 제작하 다(Fig. 1).10,17 PCR에 사용된 각

각의 길잡이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sense primer: 5′-GGTTTTTTTTTATTGTAATAGTG-

TTGTGGGG-3′

antisense primer: 5′-CTCCAAAACAAAAAACTTTA-

AAACCCAAATTC-3′′

sense primer-nested: 5′-GGTTTTAGGGGTTTAGTAG-

TTTTTTTTTTTTTGG-3′

antisense primer-nested: 5′-CAATACTCCAAATCCTA-

AAAACTTAAAATATC-3′

PCR 반응액은 primers set (5 pmol/ L) 1 L, 10× PCR

buffer (16.6 mmol/L (NH4)2SO4/ 67 mmol/L Tris/pH 8.8/

6.7 mmol/L MgCl2/ 10 mmol/L -mercaptoethanol) 2.5 L,

dNTP (2 mM) 2 L, Tag polymerase (5 U/ L) 0.1 L,

template DNA (bisulfite-modified DNA) 3 L를 넣고 8-

MOP로 최종 부피가 25 L가 되도록 하 다. Thermal cycler

(Perkin Elmer, Foster City, CA)를 이용하 으며, 95℃에서

30초, 60℃에서 30초, 72℃에서 30초씩 30회 증폭시켰다. Nest-

ed PCR에서는 처음 PCR 산물 2 L를 template로 이용하고

처음 PCR과 동일한 조건으로 증폭한 다음 2.5% agarose gel에

전기 동하고 ethidium bromide 용액으로 염색하여 자외선 하

에서 사진을 찍었다.

Fig. 1. Human SNRPN sequence in the putative promotor, exon 1 and 5′-part of intron 1 region. All 5′-CG-3′dinucleotides are marked in
italics. The position of exon 1 is marked by a frame. The HhaI (5′-GCGC-3) sites are marked with shadow. All primer locations are marked
with lines (1st primer set; sequence positions 7-37 and 384-415) and bold letters (nested primer set; sequence positions 36-69 and 344-
375) (cited from reference 10). SNRPN, small nuclear ribonucleoprotein polypeptide N. 

1 TCTAGAGGCC CCCTCTCATT GCAACAGTGC TGTGGGGCCC TAGGGGTCCA GTAGCCCCCT
61 CCCCCCAGGT CATTCCGGTG   AGGGAGGGAG CTGGGACCCC TGCACTGCGG CAAACAAGCA

121 CGCCTGCGCG GCCGCAGAGG CAGGCTGGCG CGCATGCTCA GGCGGGGATG TGTGCGAAGC
181 CTGCCGCTGC TGCAGCGAGT CTGGCGCAGA GTGGAGCGGC CGCCGGAGAT GCCTGACCGCA
241 TCTGTCTGAG GAGCGGTCAG TGACGCGATG GAGCGGGCAA GGTCAGCTGT GCCGGTGGCT
301 TCTCTCAAGA GACAGCCTGG GGAGCGGCCA CTTTTATTCA TCAGATATTC CAAGTTTTTA
361 GGACTTGGAG TACTGAATAA ACGGAATTTG GGCCCTAAAG TCCTTTGTTC TGGAGAACCA
421 GATCCGGAAT GTTCAGAGGC TTGCTGTTGT GCCGTTCTGC CCCGATGGTA TCCTGTCCGC
481 TCGCATTGGG GCGCGTCCCC CATCCGCCCC CAACTGTGG

340 bp

A B C Case 45 Case 46 Case 47 Case 49 Case 50

N T N T N T N1 T1 N2 T2 N3 T3 N4 T4 N5 T5

224 bp
170 bp

116 bp

Fig. 2. Methylation patterns of SNRPN in GCTs performed by nested PCR. Normal somatic tissue shows four bands including undigested
340 bp fragment and digested 224 bp, 170 bp, and 116 bp fragments. The former is derived from unmethylated paternal allele and the
latters are from methylated maternal allele. In SNRPN methylation of GCTs, hypomethylated pattern (A) is assigned when the intensity of 340
bp unmethylated fragment is increased but the intensities of 224 bp, 170 bp, and 116 bp unmethylated fragments are decreased (case
45, immature teratoma). Somatic pattern (B) is assigned when the intensities of bands are similar to those of normal somatic tissue (case
50, immature teratoma). In contrast to ‘‘pattern A’’, hypermethylated pattern (C) is assigned when the intensity of 340 bp unmethylated
fragment is decreased and the intensities of 224 bp, 170 bp, and 116 bp unmethylated fragments are increased (cases 46, 47, and 49,
immature teratomas). SNRPN, small nuclear ribonucleoprotein polypeptide N; GCT, germ cell tumor;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N,
normal; T, tumor.



HhaI digestion

340 bp의 PCR 산물을 ethanol에 침전시킨 다음 HhaI 20 U

를 처리하여 37℃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런 다음 2.5%

agarose gel에 전기 동하고 ethidium bromide 용액으로 염색

하여 자외선 하에서 사진을 찍었다.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분석

배아세포종양의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형태를 동일 환

자의 체세포조직에서 관찰되는 메틸화 형태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배아세포종양의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형태와 체

세포조직의 메틸화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체세포 형태(somatic

pattern)로 정의하 고, 종양조직과 체세포조직의 띠 강도(band

intensity)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만 비체세포 형태로 해석하

다. 비체세포 형태는 세분하여 체세포조직의 메틸화 형태에 비해

메틸화각인유전자의 양이 비메틸화각인유전자의 양보다 적으면

저메틸화 형태(hypomethylated pattern)로, 반면에 메틸화각인

유전자의 양이 비메틸화각인유전자의 양보다 많으면 고메틸화

형태(hypermethylated pattern)로 정의하 다(Fig. 2).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Window용 SPSS version 10.0 (SPSS Inc. Chi-

cago, Illinois,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또는 Fisher

직접확률검정을 시행하 다. p-value는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 다.

결 과

임상소견

연구 상의 연령은 신생아부터 최고 78세까지 다양하게 분포

하 으며, 평균연령은 22.1세 다. 여성은 58명이고 남성은 39명

이었다. 그중 14세 이하의 소아는 34명이었다. 전체 97예 중 79

예가 생식기관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이었고, 비생식기관에서

발생한 18예 중에는 종격 11예, 천미골 부위 5예, 복막뒤공간 1

예, 그리고 복막 1예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미경소견

전체 97예의 배아세포종양을 조직소견에 따라 진단을 세분하

다. 난소에서 발생하는 미분화세포종과 고환에서 발생하는 정

상피종은 동일한 조직소견을 보 다. 종양은 결합조직에 의해 소

엽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결합조직 안으로 림프구와 형질세포가

침윤하고 있었다. 구성하는 종양세포는 핵이 크고 둥 며 세포질

이 창백하고 세포막이 뚜렷하 다.

난황주머니종양에서는 소낭성, 내배엽동양, 고형성, 폐포-선

양상, 다낭성 난황 양상 등 다양한 형태가 혼합되어 있거나 혹은

한두 가지 양상만이 보일 때도 있는데, 크고 불규칙한 핵, 뚜렷한

핵소체, 그리고 과염색성을 보이는 종양세포와 더불어 Schiller-

Duval body를 특징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피부모양기형낭종에서는 외배엽, 중배엽 및 내배엽의 세 배엽

중 두 가지 이상의 배엽에서 유래된 조직이 관찰되었지만,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은 외배엽 성분으로 피부와 그 부속기에 해당하

는 조직들이었다. 이에 비해 악성기형종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배엽에서 유래된 미성숙 조직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었는

데, 가장 흔히 관찰되는 조직은 미성숙신경외배엽조직이었다.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소견

SNRPN 각인유전자의 PCR 산물의 크기는 340 bp 다. 그

러나 전체 증례 중 18예의 배아세포종양(미분화세포종 4예, 정

상피종 3예, 난황주머니종양 4예, 악성기형종 3예, 피부모양기형

낭종 4예)은 증폭된 DNA 양이 적어 제외하 다.

조군으로 이용한 환자들의 체세포조직들은 HhaI를 처리한

후에 전기 동을 실시하면 3-4개 띠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는

SNRPN 유전자의 비메틸화부계유전자가 나타내는 340 bp 크기

의 띠와, 메틸화모계유전자가 나뉘어 생긴 224 bp, 170 bp, 116

bp 크기의 띠들이었다(Fig. 2). 그러나 5예의 배아세포종양(미

분화세포종 2예, 난황주머니종양 1예, 악성기형종 2예)은 체세포

조직의 전기 동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워 제외하 다.

조군의 메틸화 형태와 총 74예의 배아세포종양의 메틸화 형

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Table 1), 53예(71.6%)에서 체세포조직

의 메틸화 형태와 다른 소견을 보 다. 53예 중 30예(56.6%)는

저메틸화 고 23예(43.4%)는 고메틸화를 보 다. 배아세포종양

의 분류에 따른 메틸화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미분화세포종 12예 중에서 10예(83.3%), 그리고 정상피종 18

예 중 12예(66.7%)에서 저메틸화를 보 다. 반면, 악성기형종

에서는 14예 중 2예(14.3%), 피부모양기형낭종에서는 18예 중

2예(11.1%)에서 저메틸화를 보 다. 난황주머니종양은 총 12예

중 4예에서 저메틸화를 보 다.

기형종에서는 고메틸화가 흔하게 관찰되었는데, 악성기형종에

서는 14예 중 8예(57.1%), 그리고 피부모양기형낭종 18예에서

는 11예(61.1%)가 이에 해당하 다. 난황주머니종양에서는 총

12예 중 고메틸화 2예(16.7%)가 있었고, 체세포조직의 메틸화

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예가 6예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예는 저메틸화를 보 다.

통계 분석

미분화세포종과 정상피종을 포함한 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

양에서는 저메틸화(73.3%)가 흔히 관찰되었고 난황주머니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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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형종으로 구성된 비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에서는 고메

틸화(47.7%)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Table 3). 피부모양기형낭종에서는 발생부위에

따라 메틸화 차이가 나타났는데, 생식기관에서 발생한 경우 고메

틸화(90.0%)가 주로 관찰되었고 비생식기관에서 발생한 경우에

는 체세포 형태(50.0%)의 메틸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통계학적

배아세포종양의 SNRPN  25

Case Age Sex Site Dx Methylation pattern Case Age Sex Site Dx Methylation pattern

1 26 F Ovary D Hypomethylated 38 1 M Testis YST Hypomethylated
2 15 F Ovary D Hypomethylated 39 3 F Sacrococcyx YST Somatic
3 17 F Ovary D Hypomethylated 40 28 F Ovary YST Somatic
4 11 F Ovary D Hypomethylated 41 1 M Testis YST Somatic
5 26 F Ovary D Somatic 42 18 M Mediastinum YST Somatic
6 9 F Ovary D Hypomethylated 43 11 F Ovary IT Hypomethylated
7 22 F Ovary D Hypomethylated 44 20 F Ovary IT Hypermethylated
8 18 F Ovary D Hypomethylated 45 0 M Peritoneum IT Hypomethylated
9 23 F Ovary D Hypomethylated 46 8 F Ovary IT Hypermethylated

10 8 F Ovary D Somatic 4 70 M Sacrococcyx IT Hypermethylated
11 21 F Ovary D Hypomethylated 48 33 F Ovary IT Somatic
12 24 F Ovary D Hypomethylated 49 12 F Ovary IT Hypermethylated
13 27 M Testis S Hypomethylated 50 0 F Sacrococcyx IT Somatic
14 50 M Testis S Hypermethylated 51 16 F Ovary IT Somatic
15 54 M Testis S Hypomethylated 52 12 F Ovary IT Hypermethylated
16 34 M Testis S Hypomethylated 53 23 F Ovary IT Hypermethylated
17 78 M Testis S Somatic 54 13 F Ovary IT Hypermethylated
18 33 M Testis S Hypomethylated 55 7 F Ovary IT Somatic
19 38 M Testis S Somatic 56 8 F Ovary IT Hypermethylated
20 39 M Testis S Somatic 57 61 M Mediastinum MT Hypomethylated
21 34 M Testis S Hypermethylated 58 64 F Mediastinum MT Hypermethylated
22 25 M Testis S Hypomethylated 59 18 F Ovary MT Hypermethylated
23 34 M Testis S Somatic 60 17 F Ovary MT Hypermethylated
24 30 M Testis S Hypomethylated 61 2 F Ovary MT Hypermethylated
25 33 M Testis S Hypomethylated 62 13 F Ovary MT Hypermethylated
26 31 M Testis S Hypomethylated 63 7 F Mediastinum MT Hypomethylated
27 32 M Testis S Hypomethylated 64 3 F Mediastinum MT Hypermethylated
28 31 M Testis S Hypomethylated 65 2 M Testis MT Somatic
29 33 M Testis S Hypomethylated 66 21 F Mediastinum MT Somatic
30 30 M Testis S Hypomethylated 67 18 F Mediastinum MT Somatic
31 0 M Testis YST Somatic 68 14 F Ovary MT Hypermethylated
32 0 M Testis YST Somatic 69 28 F Mediastinum MT Somatic
33 9 F Ovary YST Hypermethylated 70 0 F Sacrococcyx MT Somatic
34 0 M Testis YST Hypomethylated 71 37 F Ovary MT Hypermethylated
35 17 F Ovary YST Hypomethylated 72 27 F Ovary MT Hypermethylated
36 20 F Ovary YST Hypermethylated 73 21 F Ovary MT Hypermethylated
37 3 M Testis YST Hypomethylated 74 51 F Ovary MT Hypermethylated

Table 1. SNRPN methylation patterns in germ cell tumors (n=74)

Dx, Diagnosis; F, female; M, male; D, dysgerminoma; S, seminoma; YST, yolk sac tumor; IT, immature teratoma; MT, mature cystic teratoma.

Non-somatic pattern
Somatic
pattern

p-
value*Hypo- 

methylation
Hyper-

methylation

Germinomatous 22 (73.3%) 2 (6.7%) 6 (20.0%)
<0.001(n=30)

Non- germinomatous 8 (18.2%) 21 (47.7%) 15 (34.1%)
(n=44)

*p value is 0.0000053 in 2 test.  

Table 3. SNRPN methylation patterns between germinomatous-
and non-germinomatous germ cell tumors

Non-somatic pattern Somatic
patternHypomethylation Hypermethylation

Ds (n=12) 10 (83.3%) 0 (0%) 2 (16.7%)
Ss (n=18) 12 (66.7%) 2 (11.1%) 4 (22.2%)
YSTs (n=12) 4 (33.3%) 2 (16.7%) 6 (50%)
ITs (n=14) 2 (14.3%) 8 (57.1%) 4 (28.6%)
MTs (n=18) 2 (11.1%) 11 (61.1%) 5 (27.8%)
Total (n=74) 53 (71.6%) 21 (28.4%)

D, dysgerminoma; S, seminoma; YST, yolk sac tumor; IT, immature ter-
atoma; MT, mature cystic teratoma.

Table 2. SNRPN methylation patterns in different germ cell tu-
mors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Table 4). 그러나 다른 배

아세포종양에서는 남성과 여성, 어른과 소아, 그리고 생식기관과

비생식기관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메틸화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Table 4).

고 찰

배아세포는 난황주머니 벽에서 복막뒤공간을 따라 이동하여

생식능선(genital ridge)에 도달한다. 실험동물에서는 발생학적

으로 원시배아세포가 생식능선에 도달할 즈음 유전체각인이 소

실되고 그 후 생식자 발생 과정에서 다시 재형성된다.6,9,14,25 SN-

RPN 각인유전자도 원시배아세포가 생식능선에 도달할 즈음 모

계유전자의 탈메틸화(demethylation)가 일어나 양쪽 부모에게서

유래된 유전자가 모두 발현된다. 그러므로 배아세포종양의 위치

에 따라 메틸화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배아세포종

양의 메틸화를 발생 부위별로 비교하 다. 천미골 부위에서 발생

한 배아세포종양은 생식능선에 도달하기 이전의 원시배아세포에

서 기원하므로 아직 유전체각인이 소실되지 않아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천미골

부위의 배아세포종양 4예(cases no. 39, 47, 50, and 70) 중 3예

(75%)가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를 보 다. Bussey 등14도 천미

골 부위의 배아세포종양 11예 중 10예(90.9%)에서 체세포 형태

의 메틸화를 보 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천미골 부위

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 중 나머지 1예는 고메틸화를 보여 모

계유전자의 메틸화, 즉 유전체각인이 유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메틸화의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웠다.

생식기관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 중 천미골 부

위를 제외하고 정중선 앞쪽에서 발생한 경우, 그 기원에 해서

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원시배아세포 이동의 오류로 인한

발생학적 이상으로 보거나 혹은 미분화다기능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전자의 가설에 따르면 생식

능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유전체각인이 소실된 원시배아세포

에서 유래한다고 추정되고,14,17 이때 이 종양세포들은 SNRPN

모계유전자의 탈메틸화를 보여 모두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 보일

것이다. Bussey 등14의 보고에 따르면 이 위치에서 발생한 배아

세포종양 11예 중 4예(36.4%)에서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 관찰

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9예(cases no. 42, 45, 57, 58, 63, 64, 66,

67, and 69)가 이 위치에서 발생하 는데, 이 중 비메틸화각인

유전자로만 구성된 종양은 단 1예(11.1%)뿐이었다. 나머지 8예

중 4예에서 비체세포 형태의 메틸화를 보 는데, 그중 2예는 저

메틸화를 보 다. 즉, 정중선 앞쪽에 위치한 비생식기관의 배아

세포종양 8예 중 4예는 아직 유전체각인이 소실되지 않아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가 관찰되었다. 저메틸화를 보인 2예는 모계유전자

의 탈메틸화, 즉 유전체각인의 소실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소

견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증례

수가 너무 적었고 고메틸화를 보인 나머지 2예도 그 의미를 판단

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피부모양기형낭종을 살펴보면 동일

한 조직소견을 보이면서도 발생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메틸화

형태를 보 다. 생식기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고메틸화(9/10,

90.0%)가 흔히 관찰되었고 비생식기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체

세포 형태(4/8, 50.0%)의 메틸화가 자주 관찰되었다(p<0.05).
비생식기관에는 종격 7예와 천미골 1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종격에서 발생한 경우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 출현할 것으로 기

하 으나 체세포 형태 3예, 고메틸화 2예, 그리고 저메틸화 2

예로 다양한 메틸화 형태를 보 다. Bussey 등14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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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omatic pattern
Somatic
pattern

p-
value*Hypo- 

methylation
Hyper-

methylation

Ds/Ss
Age

Adult (n=27) 20 (74.1%) 2 (7.4%) 5 (18.5%) 0.621
Children (n=3) 2 (66.7%) 0 (0%) 1 (33.3%)

Sex
Female (n=12) 10 (83.3%) 0 (0%) 2 (16.7%) 0.565
Male (n=18) 12 (66.7%) 2 (11.1%) 4 (22.2%)

YSTs
Age

Adult (n=5) 2 (40.0%) 1 (20.0%) 2 (40.0%) 1.000
Children (n=7) 2 (28.6%) 1 (14.3%) 4 (57.1%)

Sex
Female (n=5) 2 (40.0%) 2 (40.0%) 1 (20.0%) 0.131
Male (n=7) 2 (28.6%) 0 (0%) 5 (71.4%)

Site
Gonadal (n=11) 4 (36.4%) 2 (18.2%) 5 (45.5%) 1.000
Non-gonadal (n=1) 0 (0%) 0 (0%) 1 (100.0%)

ITs
Age

Adult (=4) 0 (0%) 2 (50.0%) 2 (50.0%) 0.552
Children (=10) 2 (20.0%) 6 (60.0%) 2 (20.0%)

Sex
Female (n=12) 1 (8.3%) 7 (58.3%) 4 (33.3%) 0.341
Male (n=2) 1 (50.0%) 1 (50.0%) 0 (0%)

Site
Gonadal (n=11) 1 (9.1%) 7 (63.6%) 3 (27.3%) 0.692
Non-gonadal (n=3) 1 (33.3%) 1 (33.3%) 1 (33.3%)

MTs
Age

Adult (n=12) 1 (8.3%) 8 (66.7%) 3 (25.0%) 1.000
Children (n=6) 1 (16.7%) 3 (50.0%) 2 (33.3%)

Sex
Female (n=16) 1 (6.3%) 11 (68.8%) 4 (25.0%) 0.137
Male (n=2) 1 (50.0%) 0 (0%) 1 (50.0%)

Site
Gonadal (n=10) 0 (0%) 9 (90.0%) 1 (10.0%) 0.017
Non-gonadal (n=8) 2 (25.0%) 2 (25.0%) 4 (50.0%)

D, dysgerminoma; S, seminoma; YST, yolk sac tumor; IT, immature ter-
atoma; MT, mature cystic teratoma.
*These are p-values in Fisher’s exact tests. 

Table 4. SNRPN methylation patterns in germ cell tumors ac-
cording to age, sex and site



생식기관에서 발생한 4예 중 3예(75.0%)에서 고메틸화가 관찰

되었고 비생식기관에서 발생한 7예 중 5예(71.4%)에서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가 관찰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생식기관에는 천미골 1예를 비롯하여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부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시배아세포 이동 오류의 기원설을

바탕으로 예상한 결과와는 달리 SNRPN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형태가 매우 다양하 고, 증례 수가 적긴 하지만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가 자주 나타났다. 더구나 동일한 조직소견을 보인 피부모

양기형낭종이더라도 정중선 앞쪽의 비생식기관에서 발생한 경우

에는 생식기관에서 발생한 경우와 달리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가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정중선의 앞쪽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을 원시배아세포의 발생학적 이상에서 기인한 것으

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Schneider 등17의 보고에서는

이 위치에 발생한 배아세포종양 10예 중 9예(90%)에서 비메틸

화각인유전자만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정중선 앞쪽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의 기원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남성생식기관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에서는, 원시배아세포

의 발생단계와 관련 없이 SNRPN의 부계유전자가 지속적으로

비메틸화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두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이

출현할 것으로 생각하 다. Schneider 등17의 보고에 따르면, 고

환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 3예 중 2예(66.7%)가 비메틸각인

유전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여 예상했던 결과와 부합하

으나 증례 수가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이 2예는 모

두 난황주머니종양이었다. Bussey 등14의 보고에서는 고환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 37예 중 비메틸각인유전자만 관찰되는 예

는 6예(16.2%)뿐이었고, 이들 6예 중에는 난황주머니종양 1예,

배아암종 2예, 그리고 혼합배아세포종양 3예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25예의 고환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 중, 비메틸

화각인유전자만이 관찰된 예는 단지 2예(cases no. 13 and 22,

8%)뿐이었고 2예 모두 정상피종이었다. 나머지 23예 중 15예는

340 bp, 224 bp, 170 bp 혹은 116 bp 크기의 띠들을 보이면서

저메틸화를 보 고, 8예는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 그리고 나머지

2예는 고메틸화를 보 다. 고메틸화를 보인 2예 모두 정상피종

이었고 그중 1예(case no. 14)에서는 170 bp, 116 bp, 그리고

100 bp 이하의 메틸화된 유전자들만이 관찰되었다. 예상했던 결

과와 다르게 모계유전자의 메틸화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

증례들의 조직학적 소견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아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아세포종양의 종양발생

(tumorigenesis)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소실되었던 유전체각인은 난자 발생(oogenesis) 과정에서는

2차감수분열(meiosis II) 전에 재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13,14 따라서 여성 생식기관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에서 SN-

RPN 각인유전자의 경우, 감수분열 이전의 배아세포(premeiotic

germ cell)에서 기원한 종양이라면 유전체각인이 소실되어 있으

므로 모계유전자는 탈메틸화되어 모두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으

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감수분열을 거친 배아세포(mei-

otic germ cell)에서 기원한 종양이라면 메틸화각인유전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Bussey 등14의 연구에서는 난소에서 발생

한 배아세포종양 27예 중 22예에서 비체세포 형태의 메틸화를 보

다. 이 22예 중 비메틸각인유전자만으로 구성된 예는 7예(31.8

%) 고 모두 미분화세포종이었다. 메틸각인유전자로만 구성된

예는 9예(40.9%) 고 피부모양기형낭종 3예, 악성기형종 4예,

난황주머니종양 1예 및 혼합배아세포종양 1예가 포함되어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난소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양 36예를

살펴본 결과,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으로 구성된 예는 단지 4예

(cases no. 3, 4, 9, and 43, 11.1%)뿐이었다. 그중에서 3예는

미분화세포종이었고 1예는 악성기형종이었다. 224 bp, 170 bp 및

116 bp 크기의 메틸화각인유전자들로만 구성된 예는 3예(cases

no. 60, 71, and 74, 8.3%) 고 모두 피부모양기형낭종이었다.

나머지 29예는 모두 340 bp, 224 bp, 170 bp, 그리고 116 bp

크기의 띠들을 보 고, 그중 14예는 고메틸화, 6예는 체세포 형

태의 메틸화, 그리고 9예는 저메틸화를 보 다. 비메틸화각인유

전자로만 이루어진 악성기형종(case no. 43)은 다른 악성기형종

의 조직소견과 동일하 고, 메틸화각인유전자로만 이루어진 피부

모양기형낭종 또한 다른 피부모양기형낭종의 조직소견과 동일하

다. 예상했던 결과와는 달리, 분화된 배아세포에서 기원한 것

으로 추측되는 비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인 난황주머니종양과

기형종에서 모계유전자의 메틸화가 매우 다양하게 출현했다. 이

러한 결과 역시 아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아세포종양의 종양

발생의 다양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분화세포종은 감수분열을 거치지 않은 배아세포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모두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을 가지고 있을 것

으로 예측하 다. Bussey 등14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결조직을

통해 얻은 난소의 미분화세포종 10예 중 6예(60%)에서 예측한

로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머지 4예는

각각 2예씩 저메틸화와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를 보 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Bussey 등14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비메틸화각인유전자로만 구성된 미분화세포종은 그 수가 적었다.

미분화세포종 12예 중 3예(30%)에서 비메틸화각인유전자만이

관찰되었고, 7예에서 저메틸화, 그리고 2예에서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를 보 다. 

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인 미분화세포종의 83.3% (10/12)

와 정상피종의 66.7% (12/18)는 SNRPN 각인유전자의 촉진유

전자 부위에서 저메틸화 혹은 비메틸화를 보 다. 이는 종자세포

종성배아세포종양에서 SNRPN 유전자의 유전체각인이 소실되

어 부모의 립형질이 더욱 자주 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결과는 초기 원시배아세포의 특성과 유사하다. 미분화세포종과

정상피종에서 체세포 형태의 메틸화를 보인 6예는 아직까지 유

전체각인이 유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피종 중에서 고메틸화를 보인 2예의 결과는, 혼재된 체세포

조직의 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양발생의 다양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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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 중 융모막암종과 배아암종은

부분 혼합배아세포종양의 한 성분으로 나타나며, 순수한 단일성

분의 종양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본 연구기간 동안

증례가 없어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 다. 앞으로 배아세포종양

의 분류에 따른 세포분화와 각인유전자의 관계 및 종양의 분류체

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배아암종을 비롯하여 난소나 고

환의 원발성융모막암종을 포함시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 SNRPN 유전자뿐 아니라 다른 각인유전자를 이용해 배

아세포종양의 분류에 따른 메틸화 변화를 분석하고, 배아세포종

양 이외의 다른 종양에서의 각인유전자의 메틸화를 관찰하여 비

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배아세포종양의 종양발생과 각인

유전자의 연관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Bussey 등14의 연구에서는 종양의 동결조직과 종양세포주를

이용하 는데, PCR 후 얻은 띠의 강도를 비교해보면 세포배양

을 통해 종양세포를 얻은 경우에 DNA가 완전하게 동종접합성

(homozygosity)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포배

양을 통해 종양조직을 정제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Schneider 등17은 배아세포종양을

배양하기 힘들고 오히려 섬유모세포와 같은 체세포조직의 과도

발육으로 인해 실험 결과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도 하 다.

Nested PCR을 통해 배아세포종양에서 SNRPN 각인유전자

의 메틸화를 살펴본 결과, 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인 미분화

세포종과 정상피종에서는 SNRPN 각인유전자의 촉진유전자 부

위에서 저메틸화 혹은 비메틸화를 보이는 저메틸화(73.3%)가

흔히 관찰되었고 비종자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인 난황주머니종양

과 기형종에서는 고메틸화(47.7%)가 자주 관찰되었다(p<0.05).
이는 SNRPN의 부모의 립형질이 미분화세포종과 정상피종에

서 더 자주 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종양들은 원시배아세

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시배아세포와 미분화다기능세포에서 관찰되는

각인유전자의 메틸화 형태의 차이가 원시배아세포를 닮은 종자

세포종성배아세포종양과 그 외 배아세포종양 사이에서도 관찰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인유전자의 메틸화는 원시배아

세포의 세포분화 기전에 관련될 뿐 아니라, 인체배아세포종양의

세포분화와 종양발생 과정에도 관여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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