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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herins are essential transmembrane proteins that promote cell-cell adhesion and maintain the
corpus luteum structure in the ovar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prostaglandin F2 alpha
(PGF2) on E-cadherin, N-cadherin, and adhesion in luteal theca cells (LTCs). The luteal cells were
isolated from the mid-phase corpus luteum, and the LTCs were cultured separately from the luteal
heterogeneous cells according to the morphology of the mesenchymal cells and to determine if
steroidogenic and endothelial cells of LTCs, 3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3-HSD),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2 (VEGFR2) mRNA were used. The LTCs were then
incubated in the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0.01, 0.1, and 1.0 mM PGF2 for 24 h, and the
E-cadherin and N-cadherin proteins in the LTCs were detected by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The results revealed 3-HSD mRNA expression in the LTC but no VEGF2R mRNA
expression. The E-cadherin and N-cadherin proteins of the LTCs were damaged in the 0.01, 0.1, and
1.0 mM PGF2 treatment groups, and the expression of the N-cadherin protein was reduced
significantly in 0.01 mM PGF2 compared to the 0 mM PGF2 treatment groups (P＜0.05). In
addition, the number of attached LTC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0.01 mM PGF2 treatment
group than in the 0 mM PGF2 treatment group (P＜0.05). In conclusion, PGF2 affected the
disruption of cadherin proteins and cell adhesion in LTCs. These results may help better understand
the cadherin and adhesion mechanism during corpus luteum regression in the ov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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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성립과 유지를 위한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P4)을 합
성하며, 발정주기에 따라 생성과 퇴화를 반복한다[1]. 황체의 생

황체(corpus luteum, CL)는 일시적인 내분비 기관으로써 임

성은 luteinizing hormone (LH) 의해 시작되는데, 이 과정동안
혈관생성과 함께 난소세포의 증식, 분화 및 접착과 같은 과정이

* Corresponding author: Seunghyung Lee
College of Animal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Gangwondeahak-gil, Chuncheon 24341, Korea
E-mail: s.lee@kangwon.ac.kr
* ORCID: https://orcid.org/0000-0001-5862-3663

활발하게 일어난다[1]. 포유동물 황체는 이형(heterogeneous)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립막(granulosa cells, GCs) 및
협막(theca cells, TCs) 세포 유래의 luteal steroidogeni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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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Cs)와 혈관상피세포, 주피세포, 섬유아세포, 림프구 및 대식

apoptotic와 관련된 내/외부 세포신호를 활성화시킨다[17-19].

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와 같은 luteal non-steroidogenic

실제로 PGF2를 주입한 소의 황체조직과 이러한 호르몬을 처

cells로 구성된다[2]. 따라서 황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이형세포

리한 황체세포의 실험을 통해 PGF2에 의한 황체의 apoptosis

들은 tight junction, gap junction, adherens junction 및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20, 21]. 이러한 연구에

desmosomes과 같은 세포-세포 접착(cell-cell junctions)에

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퇴행기 황체조직과 염증인

의해 유지되고, 정상적인 이형세포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황체

자와 함께 PGF2가 처리된 황체세포에서는 내/외부 apoptosis

조직이 유지된다[3-6]. 따라서 발정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증식

가 유발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caspase가 활성화되어 세포 또

과 퇴화과정동안 급격하게 변화하는 황체의 형태 유지와 구조

는 조직의 퇴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22]. 이러한 caspase 단백

적 퇴행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체세포의 세포-세

질에 의해 활성화된 apoptosis에 의해 cytoskeleton은 손상되

포 부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결국, adhesion junction는 끊어지게 되며, 황체의 구조적

일반적으로 황체 내 LSCs는 그 크기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되

퇴행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23]. 이와 같이 난소의 황체세

는데, large 및 small LSCs로 분리되며, 각각의 세포는 난소의

포에서 PGF2에 의한 apoptosis의 연구는 주로 cytokines,

GCs 및 TCs로부터 분화된다[7]. 또한 이러한 large 및 small

nitro oxide (NO), leukotriene C4 및 endothelin-1에 관한 것

LSCs들은 luteal GCs (LGCs) 및 luteal TCs (LTCs)라고도 불리

이며[22, 24, 25], PGF2의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기 위한 ad-

며, P4를 합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P4 합성능력 및 세포 특

hesion junction 손상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있다. 또

이적 마커들의 발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태학적 특징이

한 조직학적인 측면에서, LTCs는 다른 황체세포 사이에 위치하

다른 LGCs 및 LTCs에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 때문에 이형세포들 사이에서 cadherin에 유지되는 adhesion

[8-11]. 하지만, 난소 및 황체 기능을 위한 연구는 TCs 및 LTCs

junction에 관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따라서 본 연구는 난소의

에 대한 관심보다는 GCs 및 LGCs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LTCs에서 PGF2에 의한 cadherin 단백질의 변화와 세포부착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in vitro 실험에 사용에 용이한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GCs의 세포생리학적 특징과 함께 난소 및 황체에 있어 성선자
극호르몬의 활성, estrogen 및 P4 생산의 주요 장소이기 때문이

재료 및 방법

라고 알려져 있다[12].
세포골격(Cytoskeleton)은 모든 세포질 내 존재하고 세포의

1. 난소의 황체협막세포 분리

형태를 유지하며 물리적인 영향에 의해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

모든 동물실험과 관련된 절차는 강원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

는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포-세포 및 세포-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KIACUC-09-0139).

직 간 접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13]. 포유동물 세포의 actin

황체는 인근 도축장(JEAIL Industry, Hongcheon, Republic of

filaments는 원형질막에 위치한 cell adhesion molecules

Korea)의 도축된 미경산 한우(평균연령 28.4±1.1개월)로부터

(CAMs)와의 연결에 통해 세포-세포 접착에 관여한다[14].

채취하였으며, 채취 즉시 4°C를 유지하며 2시간 이내로 실험실

Actin filament에 의해 유지되는 세포-세포 접착은 adherens

로 운반되었다. LTCs 분리를 위해 배란 12∼15일 이후의 황체

junction으로 알려져 있으며, actin filaments 연결된 anchoring

를 사용하였다. 황체 조직은 세절한 후 Dulbecco Modified

plaques를 통해 각 세포-세포 접착에 해당하는 CAMs과 연결되

Eagle Medium (DMEM; Sigma, St Louis, MO, USA)에 0.65

면서 세포 사이의 결합이 성립되게 된다[13]. 또한 황체를 구성

mg/mL collagenase A (Thermo Fisher, Waltham, MA, USA),

하는 LSCs 및 luteal endothelial cells (LECs)에서 발현되는

50 U/mL DNase I (MGmed, Seoul, Republic of Korea) 및

cadherin의 종류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

0.1%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가 포함된 배양액

용하여 adhesion junction에 관여하는 cadherin은 황체세포

에서 30°C 상태로 90분간 교반 배양한 뒤, DMEM/Nutrient

를 구별하기 위한 마커로 사용되기도 한다[15, 16].

Mixture F12 (D/F12; Sigma)에 10% fetal bovine serum

수정란과 자궁사이에 모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황체는

(FBS; Cellgro, Manassas, VA, USA)이 함유된 용액을 기존 세포

퇴화하게 되며, 난소는 새로운 발정주기를 개시하며[1], 이때

현탁액에 10% (v/v)가 되도록 추가하여 5분 동안 추가적으로 교

prostaglandin F2 alpha (PGF2)는 황체 내 LSCs와 LECs에

반 하였다. 이 후 세포 현탁액은 200 및 100 m pore 크기의 필

존재하는 G protein-coupled receptor (GPCR)과 작용하여

터를 이용하여 찌꺼기를 거른 뒤 4°C에서 630 G의 조건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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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이 후 D/F12에

(Bioneer, Seoul,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

10% FBS 및 1% 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 (P/S solution;

하였다(Table 1). PCR 산물은 ethidium bromide (Sigma)이 함

Sigma)이 포함된 용액을 이용하여 4°C에서 각각 440 G 및 330

유된 2.0% agarose gel을 이용하여 100 V에서 20분간 전기영

G의 조건으로 10분동안 2회 원심분리 한 후 Trypan blue

동을 실시한 뒤 UV light로 가시화하였으며, ImageJ (National

solution (Sigma)를 이용하여 세포의 농도를 계산한 뒤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aryland, USA)를 이용하여

4

1.0×10 cells/mL가 되도록 배양접시(Nunc, Roskilde, Den-

발현양을 분석하였다.

mark)에 깔아주었고 D/F12에 10% FBS 및 1% P/S solution가
첨가된 배양액을 이용하여 38.5°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

3. 면역형광염색
면역형광염색을 위해 Chamber Slide system (Thermo

다. 24시간 후 형태학적인 특징에 따라 LECs 및 LTCs 세포 군집

4

을 0.25% Trypsin-EDTA (Sigma) 및 cloning cylinders

Fisher)에서 배양되며 PGF2가 처리된 LTCs (1.0×10

(Thermo Fisher)를 사용하여 세포를 분리 배양하였다[26]. 분

cells/mL)는 0.1% BSA/PBS가 포함된 용액으로 2회 세척한 뒤

리된 LTCs는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0.1% BSA가 첨가된 PBS

0.1% BSA/PBS에 3% paraformaldehyde (Sigma)가 함유된 용

(BSA/PBS)를 이용하여 2회 세척한 뒤 phenol-free D/F12

액에서 30분간 배양되었고, 0.1% BSA/PBS를 이용하여 2회 세

(Sigma)에 0.1% BSA, 1% P/S solution 및 0.01, 0.1 및 1.0 mM

척한 뒤, 0.25% Triton-X (Sigma)가 함유된 0.1% BSA/PBS에

PGF2 (Dinoprost; sc-203219, SCBT, Santacruz, CA, USA)

서 20분간 배양한 후 2회 세척되었다. 이 후 1% BSA/PBS를 이

가 포함된 배양액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배양된 후 실험에 이

용해 실온의 환경에서 30분간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한 뒤 0.1%

용되었다. PGF2 최소농도 설정은 황체세포의 퇴화 유도를 위

BSA/PBS에 1:100으로 희석된 E-cadherin mouse monoclonal

한 PGF2 단독처리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24].

IgG (sc-8426, SCBT) 및 N-cadherin mouse monoclonal
IgG (sc-59987, SCBT)를 이용하여 3시간동안 실온에서 배양

2.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되었다. 이 후 0.1% BSA/PBS 로 2회 세척 후 0.1% BSA/PBS에

LECs 및 LTCs의 총 mRNA는 TRIzol (TaKaRa, Shiga,

1:400으로 희석된 goat anti-mouse IgG-FITC (Cat. 62-6511,

Japan)의 제품 매뉴얼에 따라 추출하였으며, NanoDrop 2000

Thermo Fisher)를 이용하여 암실 및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배양

spectrophotometer (Thermo Scientific)를 이용하여 총 5.0

하였으며, 이 후 2회 세척 후 300 nM DAPI (Sigma)가 함유된

g mRNA를 cDNA 합성에 이용하였다. cDNA는 PrimScript

0.1% BSA/PBS를 이용하여 15분동안 암실에서 배양하였다. 최

1st strand cDNA synthesis kit (TaKaRa) 활용하여 45°C에서

종적으로 LTCs는 0.1% BSA/PBS를 이용하여 세척한 뒤 세포가

60 분 후 95°C에서 5분 동안 처리된 뒤, 이 후 합성된 1.0 L

부착 되어있는 슬라이드에 1,4-Diazabicycle[2.2.2]octance

cDNA를 이용하여 3-Hydroxysteroid dehydrogenase

(Sigma)를 5.0 L 첨가한 후 커버 글라스를 덮은 뒤 confocal

(3-HS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2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880, Carl Zeiss, Jena,

(VEGFR2), E-cadherin 및 N-cadherin mRNA 발현양을 측정

Germany)를 이용하여 관찰되었다.

하기 위해 각각의 primer 조건에 따라 PCR premix kit

Table 1. Information of primer condition for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Gene

3-HSD
VEGFR2
E-cadherin
N-cadherin
-actin

www.kjcls.org

Primer (5′-3′)

Product size (bp)

Annealing temp. (°C)

Cycles

Accession No.

Forward: TCCACACCAGCACCATAGAA
Reverse: CTCCTTGGTTTTCTGCTTGG
Forward: AGGAGATGCTCGCCTCCCTTTGA
Reverse: AGGAGATGCTCGCCTCCCTTTGA
Forward: TGTGACTGTGATGGGATCGT
Reverse: TAGCAGCTTCGGAACCACTT
Forward: CCTCAAACCAGCCCTACCTG
Reverse: GCTGTACCGCAGAGAAAGGT
Forward: GAAGATCTGGCACCACAC
Reverse: AGAGGCATACAGGGACAGC

704

60

21

BC111203

515

60

30

NM_001110000

475

60

30

NM_001002763

223

60

30

X53615

187

60

24

AY1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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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 LTCs 이미지는 ImageJ를 이용하여 8 bit로 변환한
4. Western blot

뒤, 사진의 threshold 수치를 조절하여 세포질 내 핵만 관찰되

PGF2가 처리된 LTCs에서의 단백질은 Mammalian protein

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ImageJ의 analyze particles 기능을 활

extraction buffer (Thermo Fisher)를 이용하여 제품의 매뉴

용하여, LTCs 이미지 내 세포핵의 픽셀만 인식하도록 범위를 설

얼에 따라 추출한 후 25 g의 단백질은 SDS-PAGE에 의해 30 V

정한 뒤 측정된 particles들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에서 20분 및 100 V에서 90분간 분리되었다. 이 후 polyviny-

particles 개수는 배양접시 내 붙어있는 세포라 판단하였고,

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으로 4°C에서 30 V로

LTCs 시료마다 5,000개 이상의 세포를 분석한 후 상대적인 수

180분간 transfer를 실시한 뒤 1시간 동안 5% skim milk가 첨

치로 환산하여 분석되었다.

가된 Tris-buffered saline/0.5% Tween-20 (TBS-T)로 실온
에서 60분동안 처리하였다. 이 후 membrane은 1% BSA

6. 통계분석

TBS-T에 1:1,000으로 희석한 E-cadherin mouse monoclonal

본 실험의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으며, 통계프

IgG 및 N-cadherin mouse monoclonal IgG 항체가 함유된 용

로그램(SAS version 9.3, SAS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액에서 4°C에서 overnight 시켰으며, 1:10,000으로 희석된

최소 유의차 검정과 General liner mode (GLM)을 적용하여

goat-anti-mouse IgG-HRP (sc-2005, SCBT)를 이용하여 암

Duncan 다중검정에 의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차를 검정

실에서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단백질 가시화를 위하

하였다.

여 ECL kit (Thermo Fisher)를 사용하였으며, EZ-capture
(ATT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시각화한 후 ImageJ를 이용

결 과

하여 발현양을 수치화 하였다.
1. Steroidogenic 및 endothelial 마커를 이용한 세포 검증
5. Segmentation 기법을 이용한 세포 수 측정

황체로부터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분리된 LECs (Figure 1B)

세포 수 측정을 위해 황체에서 분리된 후 배양된 LTCs를 회수

및 LTCs (Figure 1C)의 steroidogenic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한 후 D/F12에 10% FBS 및 1% P/S solution가 첨가된 배양액

3-HSD mRNA와 endothelial 세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6

을 이용하여 1.0×10 cells/mL의 농도로 38.5°C, 5% CO2 조

VEGFR2 mRNA 발현결과를 Figure 2에 나타냈다. 그 결과

건에서 LTCs를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후 0 및 0.01 mM의

3-HSD mRNA는 LTCs에서만 발현되었으며, VEGFR2

PGF2를 앞선 실험 방법과 같이 처리한 후 DMEM에 0.1% BSA

mRNA는 LTCs에서 발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가 첨가된 배양액을 이용하여 2회 세척하였다. 이 후 LTCs 이미
지는 광학현미경(TS-100, Nikon, Tokyo, Japan)에 장착된 디
지털 카메라(EOS750D, Canon, Tokyo Japan)를 활용하여 수

2. LTCs에서 E-cadherin 및 N-cadherin mRNA 발현
LECs 및 LTCs에서 E-cadherin 및 N-cadherin mRNA 발현

Figure 1. Morphology of luteal granulosa cells (LGCs), luteal endothelial cells (LECs) and luteal theca cells (LTCs) of cows. The LGCs,
LECs and LTCs were observed under 2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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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ression of 3-Hydroxysteroid dehydrogenase (3-HS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2 (VEGFR2), E-cadherin and
N-cadherin mRNA in luteal endothelial cells (LECs) and luteal theca cells
(LTCs) of cows, The 3-HSD, VEGFR2,
E-cadherin and N-cadherin expression
(A) of LECs and LTCs were normalized to
LECs expression (B). Abbreviations: ND,
not detection. *P＜0.05, **P＜0.01,
N=5.

Figure 3.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image of E-cadherin protein in prostaglandin f2 alpha (PGF2) treated bovine luteal theca
cells (LTCs). The LTCs were incubated in culture media supplemented 0 mM (A, E), 0.01 mM (B, F), 0.1 mM (C, G), and 1.0 mM (D,
H) PGF2. Green: E-cadherin protein, blue: nucleus, yellow arrows: damaged E-cadherin.

양을 Figure 2에 나타냈다. E-cadherin 및 N-cadherin mRNA

nofluorescence에 대한 결과는 Figure 3에 나타냈다. PGF2

는 LECs 및 LTCs에서 모두 발현(Figure 2A)되었으며, E-cadherin

가 첨가되지 않은 LTCs의 경우 E-cadherin 단백질이 정상적으

의 경우 LTCs에서 유의적으로(P＜0.01) 낮게 발현되었으며,

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igure 3A, 3E), 0.01 mM 이상

N-cadherin은 LTCs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게 발현되었

의 PGF2를 처리하였을 때, E-cadherin 단백질이 뭉치거나 붕

다(Figure 2B).

괴(Figure 3, yellow arrows)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B∼D, 3F∼3H). 또한 0.01 mM PGF2를 처리(Figure 3B,

3. LTCs에서 PGF2에 의한 E-cadherin 단백질의 구조적

3F)하였을 때에 비하여 1.0 mM PGF2 처리(Figure 3D, 3H)

변화

하였을 때 E-cadherin이 붕괴되어 응집된 단백질(Figure 3,

PGF2가 처리된 LTCs의 E-cadherin 발현에 대한 immu-

yellow arrows)을 포함하는 세포들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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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GF2가 LTCs 세포 부착에 미치는 영향

PGF2가 처리된 LTCs에서 N-cadherin 발현에 대한 결과

PGF2가 LTCs의 세포부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PGF2가 첨가되지 않은 LTCs의 경

Figure 6에 나타냈다. ImageJ를 이용하여 LTCs의 세포핵의 테

우 N-cadherin 단백질이 세포 원형질막 주변으로 정상적으로

두리만 segmentation (Figure 6C, 6D, yellow line)되어 구분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igure 4A, 4E), 0.01 mM 이상의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0.01 mM PGF2에 의해 LTCs의 접착율

PGF2를 처리하였을 때, N-cadherin이 뭉치거나 붕괴

이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Figure 4, yellow arrows)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B∼

6E).

4D, 4F∼4H). 또한 0.01 mM PGF2를 처리(Figure 4B, 4F)하
였을 때에 비하여 1.0 mM PGF2 처리(Figure 4D, 4H)하였을
때 N-cadherin이 붕괴되어 응집된 단백질(Figure 4, yellow
arrows)을 포함하는 세포들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0.1
및 0.01 mM PGF2 처리구에서는 LTCs의 형태가 응축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ure 4G, 4H).
5. LTCs에서 PGF2에 의한 E- 및 N-cadherin의 단백질
발현 변화
PGF2가 처리된 LTCs에서 E- 및 N-cadherin 단백질 발현
에 대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E-cadherin 단백질 발
현은 0 mM 및 0.01 mM PGF2 처리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N-cadherin 단백질은 0.01 mM PGF2 처
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Figure 5. Influence of prostaglandin f2 alpha (PGF2) on
expression of E- and N-cadherin proteins in luteal theca cells
(LTCs) of cows. *P＜0.05, N=5.

Figure 4.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image of N-cadherin protein in PGF2 treated bovine luteal theca cells (LTCs). The LTCs
were incubated in culture media supplemented 0 mM (A, E), 0.01 mM (B, F), 0.1 mM (C, G), and 1.0 mM (D, H) PGF2 in 24 h. Green:
N-cadherin protein, blue: nucleus, yellow arrows: damaged N-cadh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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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attachment
ability in PGF2 treated bovine luteal
theca cells (LTCs). The LTCs were
treated with 0 mM (A, C) and 0.01
mM (B, D) PGF2 in 24 h. The
attached LTCs were counted by image
segmentation methods by ImageJ
software (C, D). The number of
attached LTCs were normalized to 0
mM treatment group, *P＜0.05. N=5.

고 찰

를 성공적으로 분리하였고, 이전 연구와 같이 LTCs의 형태학적
특징은 LGCs 및 LECs와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기 황체조직에 존재하는 LTCs는 LGCs, LECs, 및 다른 세포

LGCs 및 LECs와는 다르게 mesenchymal 세포에서 관찰되는

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퇴행기 때에는 PGF2에 의한 다양한

형태학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26]. 특히 LTCs에서 ste-

세포신호에 의하여 이형세포들의 세포-세포 결합이 끊어진 것

roidogenesis와 관련된 효소의 mRNA 발현과 LECs에서만 발

을 이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국 급격하게 성장한 황체세

현되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LTCs

포들은 LTCs와의 연결을 통해 세포-세포 결합에 의해 그 구조

는 혈관세포와는 구별되는 세포이면서, P4를 합성할 수 있다는

가 유지되며, 퇴행기의 PGF2는 세포-세포 결합을 붕괴시킬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LTCs에서 E- 및 N-cadherin mRNA의

수 있는 물질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 소의 LTCs에는 세포-세포 결합에 관여하는

난소 내 존재하는 협막세포간의 adhesion junction을 유지시

cadherin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E- 및 N-cadherin

키는 cadherin 인자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PGF2가 이들의 작

의 발현은 LTCs 및 LECs와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

용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 흥미롭게도 mesenchymal 세포의 형태학적 특징을 갖는

황체 내에는 형태학적으로 다양한 LSCs와 LECs가 존재한다

LTCs에서도 E-cadherin이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알려져 있으며, 황체세포의 비율은 LTCs가 LGCs보다 많지

PGF2는 황체 조직의 퇴행을 야기시키지만 황체세포의 직

만 LGCs의 부피가 대략 13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다[2]. 또한

접적인 퇴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몇몇 연구

영장류의 LGCs는 LTCs에 비해 P4의 생산량이 2∼40배 이상 높

에서는 PGF2가 LSC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다고 알려져 있으며[7], LH에 의한 prostaglandin 인자들의 분

림프구, 대식세포 및 LECs의 TNF, IFN, NO 및 endo-

비는 소의 LTCs와 LGCs에서 구별된다고 보고되었다[8, 9]. 뿐

thelin-1을 활성화시켜 간접적으로 LSCs의 apoptosis를 야기

만 아니라 암양으로부터 분리한 LTCs 및 LGCs에 LH와 수용체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8]. 일반적으로 10−6 M와 10−5 M

를 공유하는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을 처리

PGF2는 LSCs에서 P4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29], 10

하였을 때 LGCs의 P4 생산량이 LTCs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소

PGF2는 세포의 이차 전달자(secondary messenger)인

황체로부터 분리한 이형세포들 중 LGCs가 steroidogenic과 관

intracellular Ca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흥미

련된 유전자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1]. 이에

롭게도 1.0 g/mL PGF2를 24시간동안 LSCs에 처리하면 세

따라 황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LGCs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

포의 사멸에 영양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

루어지고 있으나 LTCs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은 단일 PGF2 처리가 황체세포의 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12]. 우리는 황체에서 분리한 이형세포들 중에서 LTCs의 LTCs

미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Korzekwa (2014)는 2.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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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prost, 2.4 M cloprostenol 및 2.2 M luprostiol과 같은

에서 E-cadherin 단백질은 인간황체의 초기 및 중기에 비하여

합성 PGF2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황체세포의 생존율 감소와

후기(퇴행기)에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숭이의 황체에

DNA 절편화 및 capspase-3 활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

서는 E-cadherin이 초기에 비하여 중기 및 후기에서 감소한다

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eroidogenic 기능을 가지며 황

고 알려져 있다[30]. 또한 배란 이후 황체가 형성되는 동안 쥐 난

체세포들 사이에 위치한 LTCs에 PGF2만 단독으로 처리하여

소에서 N-cadherin 단백질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면역

세포-세포 접착 붕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PGF2의

형광조직염색을 통해 E- 및 N-cadherin이 쥐 황체조직의 세포

최소농도(0.01 mM)를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황체 퇴화는

에서도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31]. 그에 반해

PGF2에 LGCs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면역세포 및 혈관세포

소 황체의 경우 E- 및 N-cadherin에 대한 조직학 및 특정 세포

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인자들에 의하여 LGCs의 손상을 유도

에서의 발현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PGF2 단독처리만으로

연구에서는 소 황체로부터 분리한 LTCs에서 이들 단백질의 위

LTCs에 손상을 주었다[28]. 이러한 결과는 0.01 mM 이상의

치를 검토한 결과 E- 및 N-cadherin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발현

PGF2는 황체 내 면역 및 혈관세포에서 분비되는 TNF,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단백질은 PGF2가 단독으로

IFN, NO 및 endothelin-1와 같은 steroidogenic 세포 사멸인

처리된 LTCs에서 불규칙하게 응집되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

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LTCs를 손상시킬 수 있

였으며, 특히 N-cadherin의 단백질 발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

다고 판단되며, 황체 내 이형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LTCs가

였는데, 이는 PGF2가 세포원형질막에 일정하게 배열된

PGF2에 의해 황체 내 세포들의 세포결합을 감소시킬 수 있음

cadherin 단백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을 시사한다.

러한 이유는 cadherin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actin filament와

난소의 황체세포에서 cadherin molecules은 황체 내 존재

anchoring 단백질인 catenin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세포 질 내

하는 혈관세포, LGCs 및 황체세포들에 따라 그 발현이 다르기

정상적인 actin filament 분포에 의하여 cadherin이 원형질막

때문에 황체 내 세포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마커로도 이용되

표면에 안정적으로 배열되게 되는데, PGF2가 처리된 경우 E-

고 있다[14]. 실제로 본 연구에서 LTCs와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및 N-cadherin 단백질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을

LECs에서 E-cadherin 및 N-cadherin이 정상적으로 발현되었

때 세포질 내 actin filament의 구조가 붕괴된 것이라 판단된다

는데, E-cadherin과 N-cadherin이 LECs에서 발현되는 결과

[32]. 최근 임신한 돼지 황체는 flutamide에 의해 catenin이 감

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6]. 또한 퇴행기의 젖소 황체 조

소되며, E-cadherin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까지 황

직에서는 E- 및 N-cadherin이 감소하였으며, PGF2 주입 후

체에서 cadherin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33]. 아쉽게

4시간 후의 N-cadherin이 감소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황체를

도 본 연구에서는 PGF2에 의한 소 LTCs의 actin filament와

구성하는 세포들에서 PGF2에 의한 cadherin에 대한 연구는

catenin의 변화까지는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cadherin의 핵심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16]. 다만 intermediated filament

역할인 세포접착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하였을 때, PGF2에 의

인 cytokeratin의 발현 양상이 서로 다른 LEC에 따라 E- 및

해 LTCs의 접착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4]. 물론 기존

N-cadherin의 함량이 다르다는 것은 보고된 바 있지만 소 황체

에 널리 알려진 PGF2에 의한 황체세포들의 apoptotic 신호로

를 구성하는 이형세포들의 PGF2에 대한 cadherin에 대한 연

부터 야기되는 caspase 단백질이 cadherin 붕괴 및 LTCs에 세

구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16]. 이에 따라 소 LTCs에서

포접착 효율 감소의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LTCs

PGF2에 따른 cadherin에 대한 결과는 황체 조직 내 이형세포

에 PGF2를 단독으로 처리하여 cadherin 붕괴 및 세포접착 효

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LTCs가 세포 사이의 결합에 중요한 역

율을 감소시켰다는 점에 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

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중기난소의 황체

은 연구를 토대로 LTC에서 apoptotic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직

에서 분리한 LTCs에서 E- 및 N-cadherin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접적인 PGF2의 영향과 actin filament와 catenin의 세포신

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려 하였지만, LTCs에서

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정주기 동

cadherin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LTCs

안 황체에서 다양한 PGF 수용체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에서 cadherin 단백질 발현위치와 PGF2에 의한 이들 단백질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합성

의 붕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황체퇴행의 직접적인 원인

PGF2에 의한 LTCs의 세포-세포 접착관련 연구도 진행할 예

을 밝혀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포유동물의 황체

정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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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PGF2가 LTC의 cadherin 단백질들

였다. 결론적으로 PGF2는 LTCs의 E- 및 N-cadherin을 붕괴

과 세포부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실험을

시켜 세포부착을 감소시켰고, 이러한 결과는 황체퇴행의 새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난소의 황체 내에서 LTC는 여러 종

운 원인을 밝혀 내기 위한 cadherin과 세포부착의 역할을 이해

류의 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며 세포-세포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데, PGF2에 의한 LTC의 세포-세포 결합의 직접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황체의 세포결합 붕괴가 황체퇴행의 구조적 변화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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