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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 방법에 의해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등급 I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CINI)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Penza Advanced Medical Research의 산
부인과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설문 조사는 자궁의 질병을 가진 가임여성과 인유두종바이
러스(HPV)의 존재로 높은 발암 위험(HCR)을 가진 Sanansk 외래 진료소를 찾은 8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졌습니다.
결과.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CIN1을 가진 여성의 HPV – HCR의 유병 패턴과 면역 체계의
기능에 대한 상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전 염증성에 비해 항 염증성이 우세한

싸이토카인

분비로 인해 신체의 바이러스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켜 신생세포 생성 저해시키고 상피내
병변을 진전시키게 됩니다.
결론. 연구의 결과로 확립 된 데이터는 우리가 제거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고 HPV로
유도된 CINI 환자 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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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연방 내에서 나타나는 불리한 인구 통계 상황에서 인구의 생식
건강 보호는 의료 시스템의 신체 및 기관 활동의 우선 순위 영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7 년 러시아 여성 인구의 악성 신 생물의 전체 발생률에 대한 대략적 연
구 지표는 2007 년에서 2017 년 사이에 걸쳐 증가한 425.7에 달했습니다.  25.5 %. 러
시아 여성 인구의 표준화 된 발생률은 229.6입니다. 10 년 동안이 지표는 15.4 % 증가하
여 생식력 및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역학분석에 의하면 여성 생식 기관의 암 발병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생식 기관
장기의 악성 신 생물 (39.2 %)은 여성 인구의 종양 발생률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며 2017 년 자궁경부암 (Cervical cancer)의 발생률은 5.2 %로 " 3 위에 해당됩니다: 1
위는 유방암 (BC) (21.1 %), 2위는 자궁암 (7.8 %).
체내에서 암의 선행 상태인 CIN I의 대다수는 바이러스의 지속적 잠복에 의해 진행됩니
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PV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논
의가 생겼습니다. 개발 된 백신, 예방 조치는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HPV의 다양성 때문이며, 둘째는
청소년의 이른 성생활, 바이러스의 늦은 탐지에 기인하며, 대부분 자궁 경부의 CIN 단계
로 발전합니다. [7]
HPV의 발현과 면역계의 변화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다수의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HPV가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 감시가 저해됩니다.
HPV 시작이 기저층의 미성숙 상피 세포 및 점막 수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증식 세포는 바이러스의 전체 수명주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복제없이 세포
증식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감염의 잠복기가 형성됩니다. 죽는 경향이 있는 상피 세포의
표면층의 분화 된 세포에서 복제 한 후, HPV는 면역 인자의 영향없이 세포를 떠납니다.[1]
HPV- 감염된 상피 세포의 악성은 HPV 게놈에 의해 암호화 된 2 개의 종양 단백질-E6
및 E7의 합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종양 단백질 E7은 종양 형질
전환 유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PVI의 생식기에서의 증상이 확인 된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 활성도와 단백질 E7이 전
염증 사이토카인 IL-18을 억제시켜 IFNα-2의 항종양 활성도가 감소합니다. IL-18은 IL-1
과에 (IL-1ß) 속하는 것으로 인터페론-조절 전사인자 IRF를 비활성시켜 혈액에서 림프구
를 감소시키며 국소 방어 인자를 변화시킵니다.
IFNγ- 유도 인자 (IGIF)로도 알려진 IL -18 (IL-18)은 주로 IFN-γ 및 자연살상세포 (NK Cell)
합성의 잠재적 유도제로서 특정됩니다. NK의 증식 및 활성화는 또한 사이토 카인 IL-2,
IL-15에 의해 제어됩니다. IL-18은 IFNγ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단핵구 / 대식세포 시스
템의 세포를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비당화 폴리펩티드이며, 이는 많은 항 박테리아, 항 종
양 및 항 바이러스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NK의 표면에는 사이토 카인의 도움으로 세포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종양 및 감염된 세포의 표면에서 리간드를 인식하기 위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NK 세포의 활성화는 손상 / 변형 된 세포의 용해 및 IFN-γ의 방출을 수행하는

그랜자임 B 분자와 퍼포린 단백질의 분비를 초래합니다. [11]
면역 반응성의 심각성과 본질은 이형성 과정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바이러스
유발 CIN의 면역 교정의 필요성은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재료와 방법
HPV 고 발암성 위험(High Carcinogenic Risk-HCR)의 자궁경부의 병변이 있는 86명의 가
임여성, Saransk시의 외래 진료 환자로부터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환자의 선정은 포함
및 제외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포함 기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에 의해 확
립된 자궁 경관에서 HPV-HCR 바이러스 복제의 존재; 가임기 여성에게 적절한 피임; 사
전 통지 된 자발적 동의. 불포함 기준: 임산부, 수유부; CIN III, 암이 있는 경우: 연구 결과
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 급성, 만성 신장, 간 이상
이 있는 경우; 다른 항바이러스, 면역조절치료를 받는 경우; 정신 질환을 수반하는 경우;
감염 질환 증세가 있는 경우; 지난 3개월동안 다른 임상 시험에 참가한 경우.
18-25세의 여성이 29명(33.7%), 26-35세의 여성이 36명(41.6%), 36-45세의 여성이 17명
(19.77%), 45-49세의 여성이 4명(4.65%)입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존재와 자궁 경부의 병변의 성질에 따라 환자를 2 그룹으
로 나누었습니다. HPV-HCR 바이러스로 인한 CIN I 환자의 첫 번째 그룹은 프로토콜에 따
라 Allokin-alpha 치료를 받았습니다. HPV-HCR로 인한 CIN I 환자의 두 번째 그룹은 3 개
월 및 12 개월 동안 동적 관찰을 받았습니다.
모든 여성은 HPV-HCR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연구를 위한 재료는 일회용
세포 브러시로 자궁 경관의 상피 세포를 긁어내어 취해졌습니다. Rospotrebnadzor
(Moscow)의 중앙 과학 연구소의 방사선 산업 의약품 연구소의 권장 사항에 따라
AmpliSens HPV-HCR 화면 역가 -FL 시약 키트를 사용하여 real-time PCR로 HPV-HCR
DNA를 분리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유전자형의 스펙트럼과 가장 일반적인 HPV 유형
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질 샘플링은 러시아 보건부 중앙 역학 연구소에서 개
발하고 러시아 보건부에서 승인 한 “PCR 진단을 위한 임상 물질 수집, 운송, 보관”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Moscow, 2009).
인간 세포 수 당 HPV DNA의 표준화 된 농도의 최종 결과는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되었
습니다. :

Ig[

⨯200000] = Ig(HPV per 100,000 cells).

HPV DNA 농도의 결과를 Ig (10 만 세포 당 HPV)로 표현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 하였습
니다 : 3 Ig 미만-미미함, 3 Ig에서 5 Ig-임상적으로 유의미, 5 Ig 초과-증가 된 바이러스 부
하.
자궁 경관의 점막 및 자궁 경부의 질 부분에서 CIN 진단을 위한 "주요 표준(Golden
Standard)"으로서 액체 종양 세포학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궁 경부 점막에서 도말을
준비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액체 세포학 기술을 사용하면 세포 학적 도
말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잘못된 음수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것은 도말에
불충분한 양의 상피 세포 물질, 유리에 물질의 고르지 않은 분포, 점액, 염증 및 말초 혈
액의 함량이 높고 불완전하고 다중으로 인한 결과의 어려운 해석 때문입니다.
특수 Cervex-Brush 브러시를 자궁 경부의 외부 인두에 0.8–2.5cm 깊이로 조심스럽게 삽
입했습니다. 자궁 경관의 축을 따라 중심 부분을 향하게 하여 시계 방향으로 360 ° 회전
하여 다층 평평한 원통형 상피의 관절 영역에서 재료를 얻습니다. 이어서, 재료를 특수한
NovaPrep 용기에 넣고, 그 안에 300 미크론 세포를 갖는 필터가 있으며, 이는 진 단적으
로 유의한 세포로부터 점액 및 혈액 세포 및 염증 세포의 분리를 보장합니다. 브러시를
분리하여 NovaCyt 안정화 솔루션에 방치하여 세포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여 실험실로의
추가 운송을 위해 최적의 조건에서 샘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포학적 검사 중 HPV의 검출 기준은 확대 된 핵, 고르지 않은 접힌 막 및
hyperchromatosis와 중간 유형의 다층 편평 상피 (MPE) 세포인 coilocytes의 자궁 경부
도말에 존재합니다. 이 경우, 세포질은 세포의 주변 부분에서만 보존되어 주변 핵 연쇄
(핵 핵 계몽 구역, 퇴행성 변화 및 파괴 된 세포질 소기관의 괴사로 인해 형성됨)를 형성
합니다. [6] HPV의 두 번째로 가장 구체적인 징후는 다양한 모양의 확대 된 핵 핵과 MPE
의 표면 각질화 층에 복합체가 있는 크기와 강렬한 호산구 세포질을 가진 세포 인 디스
크 레이터 세포의 존재입니다. 준비된 검체는 Bethesda 분류 (TheBethesda System-TBS
2014)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자궁 경부 점액은 월경주기의 8-10 일에 투베르쿨린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취되었습니다.
생성 된 물질을 생리 식염수 1 ml를 함유 한 에펜 도르프에 넣고 시험 물질을 수집 한
후 2-3 시간 이내에 현탁시키고 실험실로 전달 하였습니다.
사이토 카인의 수준은 특정 항체를 사용하는 효소-결합 면역 흡착 분석에 의해 여성의
자궁 경부 점액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Vector-Best CJSC (Novosibirsk)의 테스트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테스트 시스템의 방법과 지침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얻어진 값의 분석을 표준 보정 곡선에 따라 수행 한 다음, 그 농도를 측정 하였습니다.
결과는 pg / ml로 계산되었습니다. IFN-γ, IL-18, TNF-α의 양은 14 일 및 12 개월 관찰 후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할 때 환자의 자궁 경부 점액에 존재하는 사이토카인
의 수치를 "기초값”으로 하여 조사했습니다.

결과 및 결론
연구 된 여성들 중에서, PCR에 의한 HPV-HCR DNA는 100 %에서 검출되었습니다 (n =
86). 이것이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유병률은 유형 16-66.3 %
(n = 57)로 받았습니다. 다른 유형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18-54.7 % (n = 47),
유형 31-16.3 % (n = 14), 51 및 56 유형-36 % (n = 31) 및 27.9 % (n = 24), 각각 (그림 1).
16 및 18 유형의 동시 감염은 여성의 24.4 % (n = 21)에서 발생했습니다. 세포학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자궁 경부의 CIN I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구된 HPV 유형 (16, 18, 31,
51, 53, 56)의 환자는 초기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바이러스 농도를 가졌습니다. (평균 4.1 ±
0.1 내지 6.2 ± 0.2 lg, 100,000 세포 당 HPV).
(그림 1)

HPV-HCR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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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두 그룹으로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룹 1 (n = 43)
은 프로토콜에 따라 알로킨-알파 요법을 받았습니다.
알로킨-알파는 새로운 천연 항 바이러스 물질로부터 유래된 생리 활성 물질 alloferon에기

반한 첫 번째 대표 의약품입니다. 알로킨-알파 약물의 항 바이러스 및 면역 조절 특성은
혈액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혈장 및 조직에서 IFN α 생성을 유도하며 T- 림프구의 활성
화 즉, 주요조직적합성 복합체–I (MHC-I)의 면역 적격 세포에 대한 수용체의 활성화를 유
도합니다. 각 환자는 격일로 피하로 총 6 회의 주사 (1mg의 건조 동결 건조물을 생리
식염수 1ml에 희석)를 받았습니다.
그룹 2 (n = 43)는 3 개월 및 8 개월 동안 역동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2017 년 11 월 2
일자 러시아 보건부의 임상 권고에 따르면, CIN I 환자에게는 "암 예방의 관점에서 자궁
경부 우림의 양성 및 전 암성 질병"에 따라 ‘Wait-and-see’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궁 경
부 및 자궁 경관에서 도말의 필수 세포학적 제어와 함께 최대 18-24 개월 대기-지켜보기
가 행해집니다.
연구 결과의 분석은 44.2 %의 경우 12 개월 후에 항 바이러스 및 면역 조절 요법을 받
은 CINI 환자에서(그룹 1) HPV 음성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존적 치료 후 HPV의 발
생률은 연령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12 개월 후
세포 검사는 29 명 (67.4 %)의 환자에서 상피내 병변 및 악성 종양에 대해 음성 결과를
낳았으며, 14 명 (32.56 %)의 여성만이 약한 자궁 경부 이형성증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에티오트로픽(치료의 일종으로 질병의 원인에 대항하는 요법)을 제거
한 후 자궁 경부의 정상적인 세포 및 조직 과정의 회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두 번째 그룹의 환자를 관찰 한 결과 혼합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CIN II로 병변이
진전된 경우가 9.3 % 환자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여성들은 3개월과 12개월 후에 각
각의 액체 종양 형성 방법에 의해 제조된 도말에 의한 CINI 이형성증이 지속되었음을 확
인하였습니다. (표 1) 그러나 다른 HPV-HCR 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12 명의 여성에서
33, 45, 58 종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16 종의 발생 빈도가 62.7에서 76.7 %로 증가했습
니다. 아마도 이것은 새로운 감염 뿐 만 아니라 국소 및 전신 면역 기능의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표 1. 실험실 파라미터 역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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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도말법에 의함

HPV-HCR의 농도 (그림 2)는 첫 번째 그룹 (5.1 ± 0.65에서 3.2 ± 0.92)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환자 그룹 II에서는 약간의 감소만이 관찰되었습니다 (4, 78 ± 0.55). 4.3 ± 0.75까지).

그림 2.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1기를 가진 여성의
자궁경부 HPV-HCR 바이러스 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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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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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8의 최대 수준은 알로킨-알파 처리 14 일 후에 그룹 1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역동적
인 관찰을 가진 여성 그룹에서 IL-18은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없었으며 치료 이전 값 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IL-18 생산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룹 1의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상당한 감소와 그룹 2의 높은 바이러스 유지 농도 데이터와 관련이 있습니
다. (표 2)

표 2. CIN I 여성 자궁 경부 점액의 IL-18의 농도 (PG / ml) M ± m
연구 기간

그룹 1 (알로페론을 맞은CIN I)

그룹 2 (역동적 관찰을 한
CIN I)

치료 이전

9,06±0,1

8,12±1,1

14 일 후

14,17±1,5

9,73±0,7

12 개월 후

12,25±1,2*

8,1±1,8

*표시 –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p <0.05)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자궁 경부 병리를 가진 여성의 자궁 경부 점액에서
IFN-γ의 함량을 평가할 때, IL-18의 생산을 유도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접 노출의 원리에
대해 병렬 관계를 맺은 사실은 항 바이러스 요법을 받지 않은 여성의 비교 그룹보다 첫
번째 그룹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림 3).

pg/ml

그림 3. 파필로마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된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1기 여성의 IFN-γ 농도

140
120
100
80
60
40
20
0

122.59
90.4
72.39

86.5

78.5
42.6

치료전

치료후 14일

그룹 I
그룹 II

치료후 12개월

그러나, 12개월의 관찰 후, IFN-γ의 농도는 기준선 아래로 감소하였는데 (72.39 ± 0.89에서
42.6 ± 1.3pg / ml로), 이는 아마도 자궁 경부 상피의 HPV 복제 억제 및 국소 염증 과정
의 제거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 분비에서의 TNF- 알파의 수준은 연구 그룹에서 각각 약 3.81 ± 0.59pg / ml
및 2.08 ± 0.3pg / ml 였습니다. 그 지표는 증가 또는 감소되지 않고 대략 동일한 초기 지
표를 유지하였습니다.

결론
연구 기간 동안, CIN I 여성환자에서 HPV-HCR의 유병 패턴과 면역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상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역학적 관찰을 받은 여성(그룹2)과 비교하여 면역 보호 바
이러스 요법을 받은 여성(그룹1)에서 HPV-HCR의 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명백 하였습니
다.
항염증(anti-inflammatory)에 비해 전염증성(pro-imflammatory) 사이토카인이 우세하게
되면, 체내 바이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켜 종양화를 유도하고 상피내 병변을 촉진
시킵니다.
연구의 결과로 확립된 데이터는 우리가 제거적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HPV로 유발된
CINI 환자 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