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시기별 인간 자궁내막 줄기세포 

표식자의 발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용      규



생애 시기별 인간 자궁내막 줄기세포 

표식자의 발현

지도교수   김 세 광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용     규 



박용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6월   일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관심과 노고를 베풀어 

주신 김세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논문 준비에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남훈 교수님, 김영태 

교수님과 산부인과학교실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부모님

과 아내 이상희, 아들 준우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 i -

차  례

그림 차례 ·················································································································· ii

표 차례 ····················································································································· iii

국문요약 ···················································································································· 1

Ⅰ. 서론 ····················································································································· 2

Ⅱ. 재료 및 연구방법 ····························································································· 4

   1. 연구 대상 ······································································································· 4

   2. 면역조직화학 검색 ······················································································· 4

Ⅲ. 결과 ····················································································································· 6

Ⅳ. 고찰 ··················································································································· 11

Ⅴ. 결론 ··················································································································· 16

참고문헌 ·················································································································· 17

영문요약 ·················································································································· 22



- ii -

그림 차례

Figure 1.  Immunophenotypical changes of stem cell markers       

in uterine endometrium over a lifetime ································· 8

Figure 2.  Time-sequential changes of stem cell markers   

expression in the uterine endometrium ······························· 10



- iii -

표 차례

Table 1.  Immunoprofiles of bcl-2, c-kit/CD117, Ki67 and CD34    

in human endometrium over a lifetime ···································· 6



- 1 -

국문요약

생애 시기별 인간 자궁내막 줄기세포 표식자의 발현

   태아시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여성의 전 생애 동안 자궁에서 줄기세

포의 존재 여부 및 그 발현 부위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부검이 시행되었던 태아의 자궁, 가임여성의 증식기 또는 분비기의 자

궁, 분만후 자궁 무축증 (atony) 또는 유착태반이 동반되었던 임신자궁, 폐

경 이후 자궁 탈출증으로 절제하였던 위축증 자궁 및 자궁내막 용종 (polyp) 

등 총 40예의 자궁내막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보관되었던 자궁내막 조직들에서 c-kit/CD117, CD34, 항세포고

사 표식자인 bcl-2 및 증식 표식자인 Ki67 등의 줄기세포 표식자들을  1

차 항체를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 방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c-kit/CD117,CD34, bcl-2 및 Ki67은 자궁내막 기저층의 간

질세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현은 관찰되었으나 자궁내막 선 (endometrial 

gland)에서는 CD34의 발현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bcl-2는 태아 자궁내막

에서만 국한되어 발현되었다. c-kit/CD117과 CD34는 기저층의 간질에서 동

시에 발현이 관찰되었으나 임신 자궁에서는 발현 양상이 서로 다르게 관찰되

었다. 즉 탈락막에서는 c-Kit에 대한 강한 면역반응이 관찰되었으나 CD34에

는 이와 같은 면역반응이 없었다. 자궁내막 용종은 위축성 자궁과 마찬가지

로 증식지수인 Ki67이 약하게 발현되었으나, 간질세포에서는 c-kit/CD117, 

bcl-2 및 CD34 등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에서 태아시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c-kit/CD117, CD34, 

bcl-2 및 높은 증식지수인 Ki67의 발현을 보이는 자궁내막 간질세포가 인

간 자궁내막의 줄기세포일 것으로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자궁내막, 줄기세포, c-kit/CD117, CD34, bcl-2, K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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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시기별 인간 자궁내막 줄기세포 표식자의 발현

<지도교수  김  세  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용  규

I. 서 론

   자궁내막 간질세포는 자궁근층과 생리주기에 민감한 기능층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완충역할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는다. 자궁내막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간의 병리학적 연구 결과는 자궁내막 간

질세포들 중에 줄기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즉 많은 

종양성 질환과 비종양성 양성질환에서 이형성이 관찰되었던 사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궁내막 간질세포는 양성질

환에서 근육,1,2 골,3,4 연골5 등과 같이 중간엽 조직으로부터 서로 다르게 

분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 간질세포는 근육2, 기질-근종 (stroma-myoma)6 또는 성삭 

세관 (sex cord tubules)7 등으로 분화된다고 한다. 근육으로의 분화에 대

한 자궁내막 간질세포의 이와 같은 다양한 잠재능력은 자궁내막 간질세포

들 중에 줄기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특히 기저층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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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표재성 자궁근육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2,6 

   최근 연구에 의하면 c-kit/CD117, CD34등의 몇몇 분자들이 줄기세포

를 나타낸다고 한다. Proto-oncogene인 c-kit/CD117은 분자량 145-kd

의 transmembrane tyrosine kinase receptor (CD117)에 부호 (code)를 

보내며, 이 수용체의 ligand가 줄기세포 인자 (stem cell factor)라는 보고

도 있다.8 kit ligand는 생식세포, 멜라닌세포, 비만세포 (mast cell), 원시

조혈세포 (primitive hematopoietic cell)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9 그러나 c-kit/CD117이 자궁내막 조직에서 발현이 되는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CD34는 원조세포 (progenitor 

cell)에서 c-kit/CD117과 공동발현 (coexpression) 된다고 생각되나 공동

발현의 특성 역시 진화와 분화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한다.10-12 

   본 연구는 여성에서 각기 다른 생식변화 시기에 따라 증식 표식자인 

Ki67과 항세포고사 표식자인 bcl-2를 이용하여 자궁내막에서 줄기세포 표

식자인 c-kit/CD117과 CD34의 국소적 생성여부와 그 작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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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실에서 분만되었거나 수술을 받았

던 태아시기부터 폐경기 이후의 여성의 자궁내막 조직 총 40예를 대상으

로 보관된 병리조직 검체를 분석하였다. 

   이들 40예의 조직은 임신 14주부터 32주 사이에 의학적 이유로 임신

을 종결시킨 후 부검을 시행하였던 태아의 자궁 7예, 가임기 여성 (평균연

령 37세)에서 부인과 양성질환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았던 증식기 자궁 7예

와 분비기 자궁 7예, 임신 후반기 유착태반이나 출산 후 자궁 무축증 (atony)

으로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았던 7예, 폐경 이후 (평균연령 62세) 자궁 탈

출증 등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자궁내막 위축증으로 진단된 7예와 추

가로 자궁내막 용종 조직 5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면역조직화학 검색
   포르말린에 고정시켜 파라핀에 포매된 40예의 자궁내막조직을 4㎛ 두

께로 절편한 후 자일렌으로 탈납한 후, 에탄올에 재수화 (rehydration)시

켰다. 다시 phosphate buffered solution (PBS)에서 5분간 헹군 후 내인

성 과산화 효소를 억제시키기 위해 0.3% 과산화수소 농도의 메탄올에 30

분간 조직을 담구었다. 항원을 찾아내기 위해 0.01㏖/L의 sodium citrate 

buffered saline용액 (pH 6.0)에 95℃, 30분간 microwave로 처리 하였

다. 다시 PBS에서 block을 만든 후 10% 정상 가토 혈청농도의 PBS에서 

block을 만든 후 1차 항체로 4℃를 유지하며 다음날까지 배양하였다. 1차 

항체로는 bcl-2 (124; DAKO, Carpinteria, CA, USA), c-kit/CD117 (10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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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O, Carpinteria, CA, USA), Ki67 (MIB-1; DAKO, Carpinteria, CA, 

USA)와 CD34 (QBEND/10; NeoMarkers, Fremont, CA, USA) 등을 사

용하였다. 

   음성 대조염색을 위해 비특이 mouse immunoglobulin G1 단일클론 항

체 (03001 D; Pharmingen, Hamburg, Germany, 1mg/ml)를 사용하였다.

   조직은 biotinylated horse anti-mouse 2차 항체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1:500으로 희석하여 같이 배양한 후 1:25로 희

석한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로 철저히 세척하였다. 발색은 

diaminobenzen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으로, 핵의 

대조염색은 hematoxylin을 사용하였다.

   핵의 Ki67 labeling 지수는 400배율의 광학현미경하에서 각 tissue 

array (3.14mm)에서 염색된 모든 핵의 숫자를 세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세포질 면역반응도는 전혀 검색되지 않은 단계 (0%)부터 산재성을 보

이며 균질화된 강한 염색을 보이는 단계 (100%)까지 연속적으로 분류하였

다. 이 분류를 위해 전체 종양범위 내에서 양성으로 염색된 종양세포의 백

분율이 5% 미만일 경우를 grade 0 이나 1, 50% 미만일 경우는 grade 2, 

50% 이상일 때는 grade 3으로 표시하는 반정성의  three-tier 등급체계

를 사용하였다.

   난소의 생식세포들을 c-kit/CD117에 대한 양성 대조군으로 이용하였으

며 c-kit/CD117이 세포질의 경계를 따라 염색이 된 경우에만 양성으로 간

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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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각 시기별 자궁내막의 줄기세포 및 증식 표식자의 면역조직화학적 양상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Immunoprofiles of bcl-2, c-kit/CD117, Ki67 and CD34            

in human endometrium over a lifetime

Reproductive age

Fetus Proliferative Secretory Pregnancy Polyp Atrophy

gl st gl st gl st gl st gl st gl st

bcl-2 ++ 0 +++ + ++ +++ ++ + ++ + + +

c-kit/CD117 0 0 ++ + ++ ++ + +++ 0 + 0 +

Ki67(Mean) 0 0 45% 15% 0 53% 0 85% 5% 0 0 0

CD34 0 0 0 + 0 ++ 0 0 0 ++ 0 +

gl: gland,  st: st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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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세포고사 표식자인 bcl-2는 태아와 성인의 모든 시기에 자궁내막 선

(gland)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되었는데 특히 기저층에서 강하였으며 간질에

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현되었다 (Figure1 A). bcl-2는 태아 자궁내막 

표면상피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되었고 (Figure1 B) 성인에서와는 대조적으

로 자궁내막강 바로 아래의 자궁내막 간질세포에서는 미세한 발현도 관찰

되지 않았다. bcl-2는 원시 중앙 구조물인 자궁 중격에서도 발현되지 않았

다.

   줄기세포 표식자인 c-kit/CD117는 태아 난자에서 세포질 경계를 따라 

발현이 관찰되었다 (Figure1 C). c-kit/CD117은 태아 자궁내막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으나 성인에서 생식기와 임신 중에 자궁내막조직의 간질과 기

저층 선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ure1 D-F). 월경 주기상 분비기 후기

의 기저층 간질에는 bcl-2의 강한 면역반응이 보였으나 (Figure1 G), c-kit/ 

CD117은 기저층의 선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ure1 H). 

   또다른 줄기세포 표식자인 CD34는 태아시기와 임신시기를 제외하고 

기저층 선에 바로 인접한 간질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현되었다 (Figure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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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cl-2)        B (bcl-2)     C (c-kit/CD117)

        D (c-kit/CD117)        E (c-kit/CD117)     F (c-kit/CD117)

        G (bcl-2)        H (c-kit/CD117)     I (CD34) 

Figure 1. Immunophenotypical changes of stem cell markers in uterine 

endometrium over a lifetime. A-C) in fetal endometrium, 

D-F) proliferative phase in the reproductive period, G-I) 

secretory phase in the reproductive period.  A), B) and G) are 

bcl-2 expressions. D-F), and H) are c-kit/CD117 expressions 

in both endometrialstromas (D-E) and glands (F). C) shows 

the fetal ovary as a positive control of c-kit/CD117. I) CD34 

expression in the stroma of the basalis layer. Original 

magnification 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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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기별 자궁내막의 기질과 선에서의 줄기세포 및 증식 표식자의 연속

적인 변화는 Figure2 로 표시하였다.

   자궁내막 간질에서 bcl-2는 분비기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높은 

발현을 보이면서 태아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지속적으로 발현을 보였고 

(Figure2 A) 자궁내막 선에서는 가임연령 시기 중 증식기에서 발현이 가

장 높았다 (Figure2 B).

   c-kit/CD117은 간질에서 임신시기에 가장 높은 발현을 보였으나 다른 

시기에서는 항상 약하게 발현되는 반면, 선에서는 가임연령 시기동안 변화

가 없는 plateau 양상을 보였다 (Figure2 A, B).

   세포주기 G1-S기에 특이한 증식 표식자 Ki67은 가임연령 시기동안 다

양하게 발현되었다. 즉 Ki67지수는 증식기 동안은 자궁내막 선과 간질 모

두에서 높았다. 그러나 분비기 또는 임신시기에는 자궁내막 간질에서는 높

게 나타났고, 선에서는 발현을 보이지 않았다 (Figure2 A, B). Ki67은 폐

경기 이후에는 자궁내막 선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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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ime-sequential changes of stem cell markers expression 

in the uterine endomet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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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최근 의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 (stem cell)란 아

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미숙한 세포로 특수한 성장인자의 작용으로 인체

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간세포, 췌장, 혈관 등의 각 장기를 이루는 세포로

의 분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

체 치료요법과 같은 임상적인 적용은 장차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 및 성체 줄기세포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서 최근에는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조혈 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CD34와 CD133이 조혈 

줄기세포의 표식자로 밝혀지면서, 이를 이용한 조혈 줄기세포의 분리가 가

능하게 되었고, 또한 체외에서 대량으로 배양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와 비교하여 볼 때 제한적 분화능을 가

지고 있으며, 조직 내에 극소수만이 존재한다는 점과 공여자 신체조건이 

분화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성체 줄기세포가 각 장기 및 조직 특이적 세포로 분화하는 유연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성체 줄기세포의 분화능 검증 및 다른 조직

세포로의 교차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까지 인간 성체줄기세포로는 중간엽 줄기세포, 신경 줄기세포, 조

혈 줄기세포 등이 밝혀져 있으며, 이중 일부만이 분화 유도를 통한 세포 

치료법으로 난치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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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자궁내막은 에스트로겐과 황체호르몬의 영향에 의해 주기적으로 

증식, 분화 및 세포사 (cell death)를 반복한다. 또한 조직 성장의 항상성

(homeostasis)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증식과 세포사 사이에 정확한 균

형이 유지되어야 한다.13-16  최근에는 이들 세포증식과 세포사의 기전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7-22 

   본 연구에서는 태아시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여성의 전 생애동안 자궁

내막에서의 줄기세포 표식자의 발현을 c-kit/CD117, CD34, bcl-2 및 

Ki67 등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간 면역조직화학 방법에 의한 자궁내막

에서의 c-kit/CD117의 발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본 연구

결과 자궁내막의 기저층에서 세포질 경계부위에 국한하여 c-kit/CD117 양

성소견을 보이는 간질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자궁근층에서도 근육조

직 사이의 간질세포에서 c-kit/CD117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견은 태아시기를 제외하고 모든 시기에 관찰되었다. 가임 연령층에

서는 월경주기 증식기 보다는 분비기에서 c-kit/CD117의 발현이 더 많이 

관찰 되었다. 특히 임신자궁 탈락막에서는 강한 면역반응을 보이는 세포들

이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소견은 폐경기 이후까지도 계속 

관찰되었다. c-kit/CD117은 자궁내막 기저층의 선 상피세포의 세포질 내

에서는 가임 연령시기와 임신시기에만 관찰되었다.

    Elmore 등은 자궁내막 과형성 (hyperplastic) 7예, 증식기 14예, 분비

기 14예 및 자궁내막양 암종 (endometrioid carcinoma) 10예를 대상으로 

면역조직화학 방법과 western blot 분석을 이용하여 c-kit/CD117의 발현

을 연구한 결과 과형성에서는 57%, 증식기 93%, 분비기 79%의 면역반응 

양성소견을 보였다.17 이들 양성 내막조직에서는 분비기 내막에 비해 과형

성과 증식기 내막에서 상피세포에 강한 발현소견을 보였으나, 내막 간질세

포에서는 면역반응 양성소견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또한 자궁내막양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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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예중 4예 및 나중에 암종으로 변한 자궁내막 용종 1예에서도 역시 c-kit/ 

CD117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c-kit/CD117은 plasma membrane bound protein으로서 주로 세포막

에서 발현이 관찰되나 간혹 세포질에서도 관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

도 있다.18

   본 연구에서 c-kit/CD117은 내막 간질세포의 세포질 막과 내막 선의 

세포질에서 관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측분비 (paracrine)또는 내분

비 (endocrine)방식에 의해 성장조절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간질세포에

서 c-kit/CD117의 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일치한다.17,19

   본 연구 결과 c-kit/CD117은 임신시기에 가장 높은 발현 양상을 보였

으며 다른 보고에서도 임신 조기 및 만기 태반에서 western blot 과 면역

조직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c-kit/CD117이 발현됨이 확인되었다.19,20 

   CD34는 세포 표면에 있는 sialomucin-like adhesion molecule로서 

골수세포 중 1~3% 정도에서 발현된다고 한다.10-12 CD117과 공동발현

(coexpression)되는 CD34+ 줄기세포는 자궁 기저층의 간질세포에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조혈세포와 같은 원조 (progenitor) 줄기세포들은 CD117과 공동 발현

되는 CD34+세포를 갖고 있으며 CD34+세포군 내에서 CD117의 공동 발

현율은 25%부터 76%까지 다양하다.11,12,21 CD34+/CD117high 말초혈액은 

일차적으로 적혈구 원조세포로, CD117low or null 말초혈액은 주로 monocyte

와 granulocyte의 원조세포로 생각된다.11 

   본 연구 결과 CD34는 내막선이 아닌 기저층의 간질세포에서만 발현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CD34low/-와 CD117high  세포계 (cell lineage)는 골수

와 같이 장기적으로 여러 형태의 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는 조혈계 줄기세포를 나타내며 반면에 CD34+/CD117+세포들은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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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재구성 능력을 보이는 원조세포들을 나타낸다고 한다.12  따라서 

자궁내막 줄기세포에서의 CD34/CD117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아마도 조혈

과 같은 장기간의 존재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포사는 과거에는 병적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상조직에서 

갱신 (renewal), 변형 (metamorphosis), 배아발달, 호르몬으로 유도된 위

축 등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22-25  bcl-2는 세포고사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하나이며 세포고사를 

억제하여 세포 생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인간 자궁내막에서의 bcl-2

의 주기적 발현은 이미 여러 보고에서 확인이 되었다.26-28 

    본 연구결과 내막 선에서의 bcl-2발현은 증식기에서 가장 높은 발현

을 보이다가 분비기에는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저층의 간질세

포에서는 오히려 분비기에 가장 높은 발현을 보였다. Gompel 등은 정상 

자궁내막에서 면역조직화학 방법으로 bcl-2의 발현을 조사하였다.18 선세

포와 간질세포에서의 bcl-2와 Ki67의 발현은 세포주기와 세포유형에 따라 

변하였다. 또한 자궁근층에서 내막보다 bcl-2의 발현이 더 강하였다. 특히 

선 상피세포에서는 bcl-2와 Ki67이 동시에 가장 강하게 발현되었다. 배란

전 증식기에서는 bcl-2 양성세포가 Ki67 양성세포보다 훨씬 많이 관찰되

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bcl-2는 태아시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발현

됨을 알 수 있었다. Lee 등의 보고에서도 bcl-2의 발현은 자궁발달 이후

에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였다.29 자궁의 기능층 뿐 아니고 호르몬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저층에서도 bcl-2가 지속적으로 발현을 보이는 현상

은 세포고사 유도신호 (apoptosis-inducing signals)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Ki67은 세포주기 G1기부터 M기까지 발현되는 단백이다.29,30 인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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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막은 빠르게 증식과 분화를 반복하는 조직이므로 Ki67은 bcl-2와 더

불어 주기적인 자궁내막 조절과정을 연구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기적 bcl-2 발현은 임신시기와 폐경기 이후를 제외하고 

Ki67 증식지수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Mertens 등의 

보고와도 일치하였다.30 

   Dahmoun 등의 연구에서는 Ki67 지수는 임신 자궁내막에서 bcl-2low/- 

탈락막 간질에서 가장 높은 발현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간질 증식과 세포 

교대 (turn over)현상은 착상 과정 중 영양막 (trophoblast)의 침습으로 자

궁내막이 다시 갱신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만 후 착상부위

에 기능적 내막층이 다시 생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 폐경기 이후에 Ki67 증식지수는 bcl-2에 비해 비교적 낮

았으며 내막 용종에서의 bcl-2와 Ki67 발현도 매우 낮거나 없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자궁내막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과는 달리 계속되는 에스트로겐 

자극만으로 내막 용종의 발병기전을 설명할 수가 없음을 암시한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착상과 관련한 자궁내막 연구, 자궁

내막 줄기세포의 분화유도를 위한 핵심적 기술의 개발 및 자궁내막과 관련

된 부인과질환에서 분자생물학적인 분화조절을 이용한 세포 대체 치료 (cell 

replacement therapy)방법 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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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태아시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여성의 전 생애동안 자궁에

서 줄기세포의 발현 여부와 발현의 부위를 밝히기 위해 시행하였다.

    부검을 시행하였던 태아자궁, 가임 연령에서 월경주기 증식기 및 분비

기  자궁, 자궁 무축증 또는 태반유착을 보였던 임신자궁, 폐경기 이후 자

궁탈로 인해 적출한 위축자궁 및 자궁내막 용종으로부터 얻은 총 40예의 

자궁내막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궁내막 줄기세포 표식자인 c-kit/CD117, CD34,  bcl-2, Ki67 등을  

1차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자궁내막 줄기

세포는 태아시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자궁내막에 존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이들 표식자들은 자궁내막 기저층의 간질

세포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에서 호르몬의 영향에 의

한 주기적 자궁내막의 탈락을 피하기 위한 현상이 아닌가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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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stem cell markers in human uterine 

endometrium over a lifetime

                       

Yong  Kyu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i Kwang Kim)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 stem cell and its location in uteri 

from fetal period to the postmenopausal period. 

   Forty uterine endometrial samples were selected from tissues 

obtained from a fetal autopsy, a hysterectomy during the proliferative 

or secretory phase, a hysterectomy for uterine atony or placenta 

accreta in pregnant women, from a hysterectomy due to uterine 

prolapse in postmenopausal women and an endometrial polyp. From 

these archive tissues, the stem cell markers, such as c-kit/CD117, 

CD34, the anti-apoptotic marker bcl-2, and the proliferative marker 

Ki67 were analyzed by immunohistochemistry using primary antibodies.

   c-kit/CD117, CD34, bcl-2 and Ki67 were persistently ex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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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troma of the basalis layer, though CD34 was negative in the 

endometrial glands.

   bcl-2 was restricted to the fetal uterine endometrium. Both c-kit/ 

CD117 and CD34 were co-localized in the stroma of the basalis 

layer, but were differently expressed during pregnancy. 

   The decidua showed intense immunoreactivity for c-kit, but 

expressed negatively for CD34. The endometrial polyp had a weak 

Ki67 proliferative index as in atrophy, whereas c-kit/CD117, bcl-2 

and CD34 were persistently expressed in the stromal cell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ndometrial stromal 

cells with expression of c-kit/CD117, CD34, bcl-2 and Ki67 may be 

stem cells in the uterine endometrium throughout a woman′s lifeti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stem cell, endometrium, c-kit/CD117, CD34, bcl-2, K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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