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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황체에서 분비 대식세포와 내피세포에 관한TNF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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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rpus luteum, TNF is known to induce functional and structural luteolysis. In addition, it actsα

as luteotropic agent during the initial and early stage of luteal development. In spite of its importance in

corpus luteal development, there is still different opinions for the source cells of TNF in the corpusα

luteum. One is the macrophages only, and the other is macrophages are the main source and endothelial

cells are the minor source.

In this experiment, using the porcine corpora lutea of pregnancy and ovulatory stages, hematoxylin-eosin

stain, macrophage and TNF immunohistochemistry were carried to reveal the sources of TNF . As aα α

result, MAC 387-positive macrophages were present in all the stages of corpora lutea. In the mature

corpora lutea of nonpregnant stages, the sites of MAC 387-positive macrophages and those of TNF -α

positive macrophages were coincided, and the sites of endothelial cells and those of TNF -positiveα

endothelial cells were nearly coincided. But, in the mature CL of pregnant stage, mid- and advanced

luteolytic stages of both nonpregnant and pregnant stages, the sites of MAC 387-positive macrophages and

those of TNF -positive macrophages were coincided, but not in the endothelial cells. Accordingly, it canα

be concluded that macrophages are the main source of TNF in the corpus luteum and endothelial cellsα

are the minor source in the mature and mid-lytic stages, but, in the advanced luteolytic stage, macrophages

are the only source of TNF .α

(Key words : Corpus luteum, Macrophage, Endothelial cell, TNF , Immunohistochemistry)α

서 론.Ⅰ

난소에서 난포의 발달 배란 및 스테로이드,

생산에 있어서 등TNF (tumor necrosis factor )α α

을 포함한 여러 의 역할에 대해서 다cytokines

수의 연구가 행해져 오고 있으며 과(Brannstrom

난Norman, 1993; Pate, 1995; Terranova, 1997),

소에서 는 활성화된 대식세포 와TNF (Beutlerα

박 등 난자세포Cerami, 1988; , 2004), (Marcinkiewicz

등 난포 과립층세포 와, 1994), (Roby Terr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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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포막 와 및 황체1989), (Roby Terranova, 1990)

등 등(Bagavandoss , 1988; Bagavandoss , 1990;

등 등 등에 위치하는Roby , 1990; Chen , 1999)

것으로 알려졌다.

황체내 에 관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보TNFα

고되어 있다 황체내 는 배양중인 황체세. TNFα

포들과 황체내 세포들의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되고 와 등(Benyo Pate, 1992; Jo , 1995; Abdo

와 황체내 혈관의 퇴화와Dharmarajan, 1997),

프로게스테론 농도의 감소를 초래하며(Pitzel

등 등 기능적 황체퇴화를, 1993; Nariai , 1995),

유발하는 것 등 으로 밝혀졌다 이(Wuttke , 1992) .

러한 효과와는 대조적으로 는 황체발달의, TNFα

초기에는 황체자극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
도 있어 황체내에서 의(Terranova, 1997) , TNFα

작용은 시 공간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를 포함한, TNFα

황체내 분비원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cytokines

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

여 와 은 대식세포에서, TNF IL-1(interleukin-1)α

생산되는 주된 과cytokines(Shakil Whitehead,

이며 토끼 랫드 돼지 및 사람 등 대부분1994) , , ,

의 동물 종에는 황체내에 대식세포가 있으며,

황체용해시 그들의 수가 증가하고 과(Brannstrom

의 주요 표적세포중 하나Norman, 1993), TNFα

는 내피세포 로서(Vassalli, 1992; Niedbala, 1993)

는 내피세포로부터 합성을 유도하지TNF IL-1α

만 의 합성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고TNFα

와 등 대식세포만이 황체(Beutler Cerami, 1989)

내에서 를 합성한다는 보고들과 돼지의TNF ,α

임신 및 비임신 황체에서 면역세포화학적 방법
및 single cell assay 방법을 실시하여 대(RHPA)

식세포와 함께 크기와 핵형태가 내피세포와 닮
은 세포에서도 를 분비함을 관찰하여 내TNFα

피세포도 를 합성한다는 보고TNF (Hehnke-α

등 와 대식세포가 주된 분비원이Vagnoni , 1995)

고 내피세포에서도 소량 분비한다는 보고(Zhao

등 등 황체내에서 의 분비세포에, 1998) , TNFα

관해서 아직 이견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

황체에서 를 분비하는 세포가 무엇인가를TNFα

알아보기 위해 배란기 성숙황체 임신중의 성,

숙황체 및 용해황체를 이용하여 대식세포 면역
염색과 면역조직화학을 실시하여 형태학TNFα

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Ⅱ

실험동물1.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동물은 생후 8 ~ 개10

월의 가임기 암컷 돼지 로(Yorkshire-breed swine)

서 충남대학교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타에서,

실험에 사용하는 정상적인 비임신 돼지 20마
리와 임신돼지 10마리의 난소를 직접 공급받
아 사용하였다 적출한 난소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여 H& 염색과E(hematoxylin and eosin)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를 위하여 중성포르10%

말린용액에 시간 고정하였다24 .

염색2. Hematoxylin-Eosin

돼지 난소의 일반적인 조직학적 구조를 광학
현미경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이미 고정되어 있
는 비임신 돼지의 난소 40쪽과 임신돼지의 난
소 20쪽의 조직을 파라핀 포매하고(paraffin) 5

두께로 박절한 후 일반적으로 행하는m Hμ &

염색 방법에 따라 조직표본을 제작하였으며E ,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하였다(Nikon, Japan) .

면역조직화학적 방법3.

대식세포 면역염색(1)

돼지 난포내 대식세포의 면역조직화학적 염
색을 위해 이미 중성포르말린용액에 고정10%

한 조직을 파라핀 포매하고, 5 두께로 박절mμ

한 절편을 silanized coating slide (DAKO Corpora-

tion, USA)위에 부착시켰다 이후 절편을. xylene

으로 탈파라핀 처리하고 100%, 90%, 80%, 70%

에탄올의 순서로 함수 후, PBS (phosphate

로 두 차례 세척buffered saline solution, pH 7.6)

하고 과산화수소, 3% (DAKO Corporation, USA)

를 분 동안 처리20 endogenous peroxidase block

한 후 다시 로 세차례 세척하였다 다시 이P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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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을 0.01M sodium citrate buffer 에(pH 6.0)

분간 전자렌지에 끓이고 분간 식혔다10 30 .

절편을 차 항체1 MAC 387 (NeoMakers

로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corporation, USA) 1 .

로 분 회 세척후PBS 3 3 biotinylated Link (DAKO

에 분간 처리하고 로Corporation, USA) 10 , PBS 3

분 회 세척후 다시3 Stretavidin-HRP (DAKO

로 분간 처리하였다 그리고Corporation, USA) 10 .

로 분 회 세척후PBS 3 3 DAB (diaminobenzidine

를tetrahydrochloride, DAKO Corporation, USA)

이용하여 발색시킨 후 절편을 세척하고 헤마,

톡실린으로 대조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Nikon,

으로 관찰하였다Japan) .

면역염색(2) TNFα

돼지 난포내 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TNFα

위해 이미 중성포르말린용액에 고정한 조직을
파라핀 포매하고, 5 두께로 박절한 절편을㎛

위에 부착하였다 슬라이silanized coating slide .

드 제작을 위해 절편을 으로 탈파라핀 처xylene

리하고 에탄올의 순서로100%, 90%, 80%, 70%

함수 후, PBS 로 두 차례 세척하고(pH 7.6) , 3%

과산화수소 를 분(DAKO Corporation, USA) 20

동안 처리한 후 다endogenous peroxidase block

시 로 세차례 세척하였다 다시 이 절편을PBS .

0.01M sodium citrate buffer 에 분간(pH 6.0) 10

전자렌지에 끓이고 분간 식혔다30 .

절편을 차 항체1 TNF (Santa Cruz Corpora-α

로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로tion, USA) 1 . PBS 3

분 회 세척후3 biotinylated link (DAKO Corpora-

에 분간 처리하고 로 분 회tion, USA) 10 , PBS 3 3

세척후 다시 Stretavidin-HRP (DAKO Corpora-

로 분간 처리하였다 그리고 로tion, USA) 10 . PBS

분 회 세척후3 3 DAB (diaminobenzidine tetra-

를 이용hydrochloride, DAKO Corporation, USA)

하여 발색시킨 후 절편을 세척하고 헤마톡실,

린 으로 대조 염색하여 광학현미경(hematoxylin)

으로 관찰하였다(Nikon, Japan) .

결과 및 고찰.Ⅲ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와 그 수용체, TNFα

들은 소 등 돼지(Sakumoto , 2000), 등(Wuttke ,

등 및 사람1997; Miyamoto , 2002) 등(Vaskivuo ,

의 난소에서 모든 황체시기에 나타나며2002)

와 또한 여러 종의 동(Sakumoto Okuda, 2004),

물에서 발달중인 난포속에서도 나타난다(Roby

와 등 등Terranova, 1989; Zolti , 1990; Wang ,

등 등1992; Roby , 1990; Maylor , 1993; Chen

등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난소 또는 난, 1993) .

포속에서 어떤 세포성분이 이 물질을 생산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보고들을 살
펴보면 황체내에서 분비원이 대식세포라, TNFα

는 보고들 과 등(Shakil Whitehead, 1994; Zhao ,

등 등 과 돼1998; Carswell , 1975; Kondo , 1995)

지에서는 대식세포가 주된 분비원이고 내피세
포에서도 소량 분비된다는 보고(Hehnke-Vagnoni

등 등 및 마우스에서는 황, 1995; Zhao , 1998)

체용해 초기에 대식세포가 T림프구의 밀집을
유도하는데 이들 T림프구들이 와TNF IFN-α γ

를 분비하여 아포토시스를 유발한다는 보고
등 등 아직 의견의 일치가 되(Komatsu , 2003)

어 있지 않다.

본 실험에서는 우선 각 시기의 황체를 H &

E염색하여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비임신기 성숙황체, 는 임신중의 성(Fig. 1a)

숙황체 와는 달리 큰황체세포들이 최대(Fig. 1b)

로 성숙하지 않고 배열도 비교적 불규칙하였으
며 대부분의 조직표본에서 다수의 농축핵들이,

관찰되어 이 시기의 황체는 구조적으로 최대성
숙으로 이르지 않고 용해단계로 접어들거나 최
대성숙단계에 이른다 하더라도 곧 용해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비임신기 성숙황체는 초기용해황체로 간주되었
다 이 후 용해황체는 중기 및 후기용해황체.

등 단계에 따라 현저한 형태학적 차(Fig. 1c)

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큰황체세포들의 소멸
과 함께 미세혈관들과 아교섬유다발이 풍부한
균질의 기질로 채워진 구조로 바뀌면서 백색체
로 이행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편 황체내에서 의 주된 분비원으로, TNFα

알려져 있는 대식세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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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로 면역염색하고 항체로387 TNF TNFα α

를 표지하는 세포들을 면역염색한 결과 비임,

신기와 임신기 성숙황체 및 용해황체 모두에서
대식세포가 출현하였으며 그 수는 중기용해황,

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후기용해황
체 비임신황체 임신황체의 순으로 적었고 용, , ,

해황체에서는 무리를 지어 나타났으나 비임신
황체와 임신황체에서는 큰황체세포들 사이 사
이에서 독립적으로 산재하여 나타났다 면역반.

응성은 용해황체에서 가장 컸고 비임신황체와
임신황체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Fig. 2a,b,c,d).

이와 함께 실시한 면역염색에서는 비임TNF ,α

신황체에서는 큰황체세포 대식세포 및 내피세,

포들이 양성을 보였고 평활근TNF pericytes,α

세포 및 섬유모세포들은 음성을 보였으며 임,

신황체에서는 비임신황체에서와 유사하나 일
부 내피세포들이 음성을 나타냈다 중기용해황.

체에서는 대식세포와 일부 내피세포들은 양성
반응을 일부 내피세포들은 음성반응을 나타냈
고 후기용해황체에서는 대식세포들만이 양성반
응을 보이고 내피세포들은 모두 음성반응을 나
타냈다 흥미로운 것은 면(Fig. 3a,b,c,d). , TNFα

역반응이 비임신기 성숙황체와 임신기 성숙황
체 모두에서 면역염색으로 밝혀진MAC 387

대식세포들이 위치한 부위와 거의 일치하는 부
위인 큰황체세포들 사이에서 산재하여 고립되
어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낸 점과 내피세포들,

은 비임신황체에서는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고
임신황체와 중기용해황체에서는 일부만이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성을 보인 점 그리,

고 비임신기 및 임신기 모두에서 용해가 진행
된 후기황체에서는 면역염색이 대식세포TNFα

의 면역염색과는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크고
불규칙하고 무리를 지어 나타났으나 내피세포
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이다 이같은 결과.

는 대식세포는 황체발달의 전과정에서, TNFα

양성반응을 나타내지만 내피세포는 황체용해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양성반응을TNFα

나타내지 않는다는 보고 와(Niswender Nett, 1988)

와는 거의 일치하는 소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
다 그러나 양성반응이 의 분비를 의미하. TNFα

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된. ,

연구에서 내피세포가 를 분비하는 것은TNFα

밝혀져 있고 또한 내피세포가 에 친화성TNFα

이 높은 결합부위를 갖는다는 점 와(Richards

과 적어도 본 연구의 결과로 볼Almond, 1994)

때는 성숙황체내에서 의 주된 분비원은, TNFα

대식세포이고 내피세포도 일부 분비하는 것으
로 보이며 황체의 용해시기에서는 그 시기가,

진행되면서 내피세포는 를 분비하지 않는TNFα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황체내에서. TNFα

분비원이 대식세포라는 보고들 과(Shakil Whitehead,

등 등1994; Zhao , 1998; Carswell , 1975; Kondo

등 과는 상이하며 대식세포가 주된 분비, 1995)

Fig. 1. Light micrographs of porcine CL. H & E, X400. In mature CL of nonpregnant period

(1a), many pyknotic nuclei, abundant small blood vessels and irregularly arranged

large lutein cells are observed. In mature CL of pregnant period (1b), large lutein

cells are arranged regularly. But, in advanced lytic CL of pregnant and/or nonpregnant

periods (1c), no lutein cells are observed, instead small blood vessels and

collagenous fiber bundles are observed within the homogeneous ground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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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고 내피세포에서도 소량 분비된다는 보고
등 등 와는(Hehnke-Vagnoni , 1995; Zhao , 1998)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연구자들에 따라 이같은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이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항체의 사용과,

기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Zhao

등 하고 있으나 황체내에서 내피세포의, 1998) ,

역동성으로 볼 때 또 다른 면을 고려할 수 있
겠다.

일반적으로 황체내에서 분비원이 대식TNFα

세포라는 보고들 과(Shakil Whitehead, 1994;

등 등 등Zhao , 1998; Carswell , 1975; Kondo ,

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들을1995) cytokines

밝혀낸 연구들이고 의 혈관 퇴화 유발효, TNFα

과와 혈청 프로게스테론 농도 감소효과(Nariai

등 및 내피세포 증식억제작용, 1995) (Baga-

와 황체 내피세포에vandoss Wilks, 1991), TNFα

수용체의 출현 와(Bagavandoss Wilks, 1991;

와 등은 의 작용을Richards Almond, 1994) TNFα

보기 위해 내피세포를 의 표적세포로 놓TNFα

고 실시한 연구들의 산물로서 내피세포를 중,

심으로 고찰한 부분이 다소 미흡하였다 따라.

서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TNF

와 수용체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TNF .α α

미 수용체에는 면역학적으로 뚜렷이 구TNFα

별되는 가지 즉 인2 , 55kDa TNF -R1α 과(Type I)

Fig. 2. MAC 387 immunohistochemistry in porcine CL. X400. In mature CL of nonpregnant

stage (2a), many MAC 387-positive macrophages showing intermediate degree immuno-

reactivity are observed, but, in mature CL of pregnant stafge (2b), MAC 387-positive

macrophages showing intermediate degree immunoreactivity are rarely observed. In

mid-lytic (2c) and advanced lytic (2d) CL of pregnant and nonpregnant stages, MAC

387-positive macrophages showing high degree immunoreactivity are increased greatly

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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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75kDa TNF -RIIα 가 알려져 있다(Type II)

와 등(Tartaglia Goeddel, 1992; Sakumoto , 2000).

이 둘은 서로 다른 세포내 신호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와 은(Beutler van Huffel, 1994), TNF -RIα

세포내 사망분역으로 아포토시스와 관련된 신
호경로에 필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인, TNFα

는 세포생존 성장 및 분화를 위한 유전자-RII ,

전사를 유도 와 하는 것으(Sakumoto Okuda, 2004)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내피세포에서는 황체. ,

성숙단계나 성숙황체의 유지시기에는 TNF -RIIα

가 생산되고 황체용해시기에는 을 생TNF -R1α

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임신기 성숙황체에서 대부분의 내
피세포들이 그리고 임신기 성숙황체에서 일부
내피세포들이 양성을 보인 것TNF (Fig. 3a, b)α

은 와의 작용으로 황체의 성숙과 유지TNF -RIIα

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되고 용해중의 황체에,

서 일부 내피세포들이 양성을 보인 것은TNFα

그와는 달리 가 과의 결합하여TNF TNF -R1α α

또한 에 의해 생산된 황체 의 작용TNF PGF2α α

이 가세하여 등 황체내 세포(Niswender , 2000)

들의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그것들을 제거하는

Fig. 3. TNF immunohistochemistry in porcine CL. X400. In mature CL of nonpregnantα (3a)

and pregnant (3b) stages, high degree TNF -positive macrophagesα (M) and endothelial

cells (arrow), and intermediate degree TNF -positive large lutein cells are observed.α

But, some endothelial cells (blue-colored elongated nucleated cells) showed no TNFα

immunoreactivity in 3b. In mid-lytic CL of pregnant and/or nonpregnant stages (3c),

macrophages(M) and endothelial cells (arrow) showed high degree TNF -positivity, but,α

some endothelial cells (asterisk) showed no TNF -immunoreactivity. In advanced lyticα

CL (3d), macrophages (M) showed high degree immunoreactivity, but, endothelial cells

(arrow) showed no TNF -immunoreactivity.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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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 ,

히 내피세포들중 일부만이 양성을 나타TNFα

내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피세포의 유형
이다 황체내 내피세포는 가지의 아형이 있으. 5

며 이들은 형태학적 표면분자의 발현 및 기능,

이 사뭇 다르다 등 특히 제 형은(Davis , 2003). 5

미성숙과립층세포 등 로(Spanel-Borowski , 1994)

고려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내피세포들은 종에 따라 등 또(Townson , 2002)

한 아형에 따라 수용체 발현과 분비하는
이 다르므로 등 아직 확chemokines (Davis , 2003)

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종의 아형중 일부가5

황체발달시기중 일부에서 를 분비하는 것TNFα

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같은 사실은 본 실.

험에서 표본에 나타난 내피세포의 위치와H-E

면역반응을 일으킨 내피세포들의 위치가TNFα

다른 것 과 성숙황체에서 내피세(Fig.1a-c, 3a-d)

포들의 일부만이 면역반응을 일으킨 점TNF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2b) .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황체내 내피세포의 수가
전체 세포 수의 정도이고 혈관의 양이 황50%

체의 이상에 이른다는 점20~25% (Niswender

등 이다 황체가 용해될 때에는 짧은 시, 2000) .

간내에 대량의 내피세포들이 아포토시스에 의
하여 죽고 혈관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
기의 내피세포들은 의 표적세포일 뿐TNFα

생산능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TNF .α

실험에서 후기용해황체에서 내피세포들이 TNFα

면역반응에 음성 으로 나온 것은 이와(Fig. 3d)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는 의TNF 17kDaα

으로 처음에는 활성화된non-glycosylated protein ,

대식세포로부터 생산되는 종양사망인자(Carswell

등 로 염증전반응, 1975) , (proinflammatory response)

의 조절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화 조직신생 및, ,

재구성을 조절 하는 물질이다(Vassalli, 1992) .

가 갖는 난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TNFα

서는 지난 여년간 여러 동물 종에서 광범위10

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등(Adashi , 1990; Benyo

와 등 는 난포발Pate, 1992; Pitzel , 1993). TNFα

달과 황체형성에 기여하고 와(Roby Terranova,

등 등 등1989; Roby , 1990; Zolti , 1990; Wang ,

등 등 배란기1992; Maylor , 1993; Chen , 1993),

전을 중개하며 등 등(Zolti , 1990; Murdoch ,

난포세포들의 아포토시스를 자극하여1997),

난포퇴축을 일으키고 와(Roby Terranova, 1989;

와 등Sakumoto Okuda, 1997; Asselin , 2000;

등 황체로부터 프로게스테론Sakumoto , 2003),

의 분비를 자극하는 황체 PGs (PGF2 , PGE2α

및 의 강력한 자극물질이기도 하다PGI2) (Benyo

와 등 등Pate, 1992; Sakumoto , 2000; Schams ,

아울러 는 황체의 기능적 퇴화와1995). TNFα

구조적 퇴화에 필수적인 물질이기도 하다(Juengel

등 등 등 또, 1993; Bacci , 1996; Rueda , 1995).

한 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생성억제 물질TNFα

이다 와 등(Benyo Pate, 1992; Pitzel , 1993;

등 등Adashi , 1990; Wuttke , 1993).

는 이렇듯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TNFα

난소내 중요한 주변분비 /자가분비 물질로서
광범위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돼지 난소 황체내에서 내피세포가 주
된 분비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으TNFα

며 특히 황체 내피세포들이 황체발달의 모든,

시기에 있어 두 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하
는지 또는 성숙시기와 용해시기에 각기 다른
수용체를 발현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들 수용체의 발현과 관련된 내분비 및 주변분
비자가분비 기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내피세포.

가 갖는 분비기능에 대한 전모를 알기TNFα

위해서는 내피세포의 가지 아형 내피세포가5 ,

갖는 수용체 및 그 수용체들의 발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

울러 와 관련해서도 이 물질이 어떻게 황TNFα

체 발달과정중에 황체자극물질에서 황체용해물
질로 역할이 변환되는지 황체 발달시기에 따,

른 공간적 및 시간적 분포 변화와 그에 따르는
생리적 역할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연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Ⅳ

황체내 는 큰황체세포를 포함한 황체내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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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의 사망을 일으키고 황체내 혈관의 퇴,

화와 프로게스테론 농도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황체의 구조적 및 기능적 퇴화를 유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TNFα

는 황체발달의 초기에는 황체자극효과를 가지
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황체내에서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TNF ,α

직 이 물질의 분비원이 대식세포라는 보고들과
대식세포는 주된 분비원이고 내피세포에서도
소량 분비된다는 보고 등 이견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자들은 돼지에서 비임신기와
임신기의 성숙황체와 용해황체를 이용하여 대
식세포와 면역조직화학을 실시한 결과TNF ,α

성숙황체내에서 의 주된 분비원은 대식세TNFα

포이고 내피세포도 일부 분비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황체용해가 진행되면서 내피세포가,

의 분비와 반응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TNFα

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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