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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Cytokeratin 1, 10 and 14 in Fetal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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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During the fetal stage, the epidermis and adnexal epithelium might express
different types of cytokeratin (CK) by developmental stag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xpressions of CK1, CK10 and CK14 in the skin of human fetuses. Methods :
Immunohistochemical stains were applied to the skin of 42 fetuses ranging from 10 to 36
gestation weeks. Three different portions of the body (i.e., scalp, chest and sole) were sam-
pl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ith monoclonal antibodies against CK1, 10, 14 were
done. Results : We found that CK14 was expressed in the basal layer of the epidermis and
adnexae of fetuses beween 10 to 36 gestation weeks. However, stronger expression in the
middle than the basal layer was noted in the soles of 15-week fetuses followed by exclusive
basal expression. The sebaceous gland, the outer root sheath of the hair follicle and the
eccrine duct epithelium also showed CK14 expressions, while CK14 was negative in hair
germ and acini. Both CK1 and CK10 were expressed in the epidermis of fetuses ranging
between 10 to 36 gestation weeks at the suprabasal layer of the scalp, chest and sole; while
they were negative in the basal layer and skin adnexae including sebaceous, hair and
eccrine gland. Conclusions : Expression of cytokeratins in the fetal skin were noted at 10
weeks throughout the entire gestation period and were similar in the three different sites,
except in the early stage of the sole. The main expression sites of K14 were the basal layer
of the epidermis, the eccrine ducts and the outer root sheath cells of hair, suggesting the
same origin, while those of K1 and K10 were in the suprabasal layer of epi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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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피부의 cytokeratin 1, 10, 14 발현

태아 피부의 표피와 부속 기관은 외배엽에서 기원하는데, 표

피는 배령 8주 후반기에 배상피(germinal epithelium)와 주상

피(periderm)를 형성하고,1 태령 11-12주 후부터는 두 층 사이

에 중간 세포층이 형성되기 시작한다.2 그후 주상피는 점차 감소

하여 각질층 및 과립층이 형성되어 성인형이 되는 24주 이후에

는 관찰되지 않는다.3 모배(hair germ)는 11-12주에 시작하여

13-16주에 모구(hair bulb)가 형성되고 17-18주에는 피지선이

발육하며 점차 성숙한 모의 형태를 갖춘다.4 그리고 한선은 모발

육보다는 다소 늦으며 16주에 한관배(eccrine germ)가 형성되

고 관상의 발육을 하며 22주에는 분비부도 관찰되며 점차 성숙

한 한선으로 발육한다.5 신체 부위에 따라 특히 피부의 발육 과

정에 따라 두피, 체간부와 발바닥의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와, 부

속 기관 상피들의 서로 다른 성숙도와 분화도를 관찰할 수 있으

나 체로 태령 24주 이후에는 태아 표피의 전층은 성인 형태의

세포 형태를 갖추게 된다.6-8 

상피세포의 성숙과 분화과정에서 세포골격을 유지하는 데 중

요한 성분은 cytokeratin (CK)이라는 중간세사이다. 세포골 격

을 이루는 세사 중 포유류에서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3가지 중

간세사는 미세필라멘트, 중간세사, 미소세관 등이 있고, 이들 중

중간세사는 단백질의 구성에 따라 다시 5가지로 아형을 나누고

있다. 즉 CK, vimentin, desmin, glial filaments, neurofila-

ments이다.9 CK은 직경 7-11 nm 생체 내 거의 모든 상피세포

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편평상피에서 CK은 세포질 내에 미만

성으로, 또는 탄성세사(tonofibril)로 교소체(desmosome)에 붙

어서 존재하고 있다.10-12 사람의 상피를 구성하는 CK은 일반적

으로 제 I형(산성) CK과 제 II형(중성-염기성) CK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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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을 이루어 표현되며 현재까지 20종의 CK이 알려져 있으며

40-67 kDa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 CK은 그 세포 특유의 일

정한 패턴으로 표현되고 종양이나 세포 배양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형 특이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태

아의 피부의 CK의 발현에 한 이해는 피부 질환의 분화 과정

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피부에 관련되는

종양성 질환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다.10,13,14

CK은 거의 모든 상피의 세포 골격을 유지하는 세사이기 때문

에 가장 광범위하게 상피세포에서 발현되는 중간세사라고 할 수

있다. 피부를 구성하는 상피세포에는 기저세포와 중층편평상피,

모 및 한선 관련상피 등 다양한 상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CK의 발현을 보이므로, 태생기에 여러 종류의 CK이 어떻게 발

현하는가는 발생학적인 측면이나 병리학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피부에 발생하는 상피성 종양의 감별 진단, 기원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14,15

그러므로 본 면역조직화학 연구를 통하여 태아의 피부를 두

피, 흉부, 발바닥 등 부위별로 채취하여 상피세포에 분포하고 있

다고 알려진 CK1, 10, 14의 발육 과정에 따른 부위별 발현을

비교 관찰하여, 한국인 태아 피부의 발육 과정에 따라 이들 CK

의 발현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상피, 즉 표피, 한관, 모, 피지선 상피

의 발육과 분화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재료와 방법

재료

중앙 학교 의과 학 병리학교실에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수집된 자연 혹은 치료적 유산된 태아중 외견상 특이 사항이 없

는 경우에 성별 구별 없이 관찰 재료로 사용하 다. 태령은 태

아의 정둔장(crown-rump length) 또는 발길이로 측정하여 추

정하 다. 수집된 배아 또는 태아에서 얻을 수 있었던 피부 조

직에서 일신 10주에서 일신 40주까지의 42예에 하여 태아의

정둔장을 기준으로5 6군으로 재분류한 후(Table 1) 표피의 성

숙 과정을 형태학적 분화와 연관하여 관찰하 다. 관찰 재료는

태아에서는 태아의 부검을 통하여 비교적 신선한 상태에서 두

피, 흉부, 발바닥에서 각각 피부를 채취하여 10% 중성 포르말

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 포매 후 5 m 두께로 파라핀 절편을

만들어 면역조직화 학적 염색을 실시한 후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 다.

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태아의 3부위(두피, 흉부, 발바닥)에서 채취한 피부를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킨후 통상적인 조직 처리 방법을 따라

에탄올로 탈수하고 자일렌으로 청명한 후 파라핀 포매하 다.

파라핀 블록을 5 m로 연속 절편한 후 일부는 통상적인 표본

제작 과정을 거쳐 H&E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고,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은 탈파라핀 처리후 단클론성 항 인체 CK

항체 1 (68 kDa, 1:40, Enzo Biochem, New York, NY,

U.S.A.), 10 (56.5, kDa, 1:20, Biogenix, San Ramon, CA,

U.S.A.), 14 (58kDa, 1:10, (Novocastra, Newcastle. U.K.)를

사용하여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ABC)법에 의하

여 LSAB kit (Dako. Copenhagen, Denmark)를 이용한 통상

적인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조직내에서 반응을 일으킨후

diaminobenzidine으로 갈색으로 발색하고 핵은 Harries hema-

toxylin으로 조염색을 실시하 다. 

면역조직화학 소견은 각질이 상피세포의 세포질 내에 미만성

으로 염색되므로 갈색으로 관찰되는 정도에 따라 염색이 안되거

Age (gestation week) Number of fetus

10-15 7
16-20 10
21-25 10
26-30 10
31-35 2
36-40 3  

Total 42 

Table 1. Number of investigated fetus used in this study

Gestation weeks 
Histology

10 16 21 26 31 32 36

Epidermis
superficial ---------------------------------------------
middle ++++++++++++++++++++++++++++++++++++++++++++++

basal ++++++++++++++++++++++++++++++++++++++++++++++

Eccrine
acrosyringium +++++++++++++++++++++++++++++++++++++++++

dermal duct +++++++++++++++++++++++++++++++++++++++++

terminal duct ++++++++++++++++++++++++++++++++

acini ------------------------------
Hair
germ stage        ----
bulb stage              -----
infundibulum ++++++++++++++++++++++++++++++++++++++++

sebaceous ++++++++++++++++++++++++++++++++++++++++

outer root sheath ++++++++++++++++++++++++++++++++++++++++++

inner root sheath ++++++++++++++++++++++++++++++++++++++++

pilomatrix cell -------------------------------------------
hair shaft ---------------------------------------

+: positive, moderate to strong; +: positive, mild; -: negative.

Table 2. Expression of cytokeratin 14 in relation to embryonic
differentiation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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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아주 연한 갈색으로 염색되는 경우는 음성으로 하 으

며 갈색으로 분명하게 염색된 경우는 양성으로 하 다. 

결 과

CK14의 발현

CK14의 발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10주의 태

아의 발바닥 표피에서는 CK14의 발현이 기저층에서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14주의 두피와 흉부의 표피에서는 기저층에서만 양

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발바닥의 피부에서는 기저층에 중등도

양성, 중간층에 강양성, 그리고 상층에서는 음성이었다(Fig.

1A). 15주의 두피와 흉부에서는 기저층에서만 양성이었다(Fig.

1B). 기타 피지선과 외근초에도 양성이었다. 발바닥의 피부에서

는 기저층에 양성, 중간층에 강양성, 그리고 상층에서는 음성이

었다. 한편 에크린 한관 상피에서 양성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

피와 흉부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소견이었다. 16-19주의 두피와

흉부에서는 기저층에서만 강양성이었다. 한편 피지선과 외근초

상피에도 중등도 양성이었다. 발바닥 표피에서는 기저층에 강양

성, 중간층에 양성 상층에서는 음성이었다. 상피와 진피내 에크

린 한관 상피에서 양성이었다. 20주 후의 두피와 흉부에서는 기

저층에서만 양성이었다. 에크린 관 상피에서 양성, 한선에서는

음성이었다. 피지선에서 양성, 외근초에도 양성으로 나타났다.

발바닥의 피부에서는 기저층에 양성, 중간층에 강양성, 상층에

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에크린 한관 상피에서 양성이었다

(Fig. 1C, D).

CK1과 CK10의 발현

CK1 (Fig. 2)과 CK10 (Fig. 3)은 태아 피부 발육 기간 중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기에 발현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Table 3

과 같다.

10주의 태아의 발바닥의 표피에서는 CK1과 CK10의 발현이

기저상층의 상피에서 양성이었으며 기저상피는 음성이었다. 14

주 두피에서는 5-6층의 상피로 충첩되었으나 기저상층

(suprabasal)에서만 강한 양성을 보 고, 기저세포에서는 음성

이었다(Fig. 2A, 3B). 14주 태아의 흉부에서는 3-4층의 상피로

구성되었고 이중 상층부의 상피에서 양성이었고 표층으로 갈수

록 강도가 강하여졌다. 14주 발바닥에서는 5-6층으로 구성되었

고 CK1과 CK10에 양성인 세포는 중간 이상의 상피에서 양성

이고 표층일수록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기저세포와 표피의

하층상피는 음성이었다. 상피는 성인형으로 중첩 현상을 나타내

었다. 15-20주의 두피, 흉부 그리고 발바닥 상피는 중첩이 뚜렷

해지며 상층부와 중간층의 각질형성상피에서 CK1과 CK10의 발

현이 중등도 양성으로 증가되었다(Fig. 2B). 기저나 모낭에서는

음성이었다. 발바닥에서 한관 상피에서도 음성이었다. 22주 이후

에는 두피에서 과립층이 형성되면서 CK1과 CK10의 발현이 강

양성이었다. 이시기는 기저층뿐만 아니라 모낭, 그리고 발바닥의

한관 상피에서도 음성이었다(Fig. 2C, D, 3B-D). 

Gestation weeks 
Histology

10 16 21 26 31 32 36

Epidermis
superficial ++++++++++++++++++++++++++++++++++++++++++++

middle ++++++++++++++++++++++++++++++++++++++++++++

basal --------------------------------------------
Eccrine
acrosyringium -------------------------------------
dermal duct -------------------------------------
terminal duct ------------------------------
acini ----------------------------

Hair
germ stage         ----
bulb stage               -----
infundibulum ++++++++++++++++++++++++++++++++++++

sebaceous ------------------------------------
outer root sheath --------------------------------------
inner root sheath ------------------------------------
pilomatrix cell ----------------------------------------
hair shaft ------------------------------------

+: positive, moderate to strong; +: positive, mild; -: negative.

Table 3. Expression of cytokeratin 1, 10 in relation to embryon-
ic differentiation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 B

C D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cytokeratin 14 shows a dif-
ferential expression in the epidermis and appendages; (A) the
middle layer shows (B) stronger expression than a basal layer in
the sole of the 14th gestational weeks, stronger positivity in basal
layer and eccrine duct in scalp of 27 weeks, (C) only basal layer
of the scalp expresses positivity in the scalp of the 15th gestation-
al weeks, (D) a basal layer and outer root sheath cells of the hair
and sebaceous gland in the scalp of the 26th gestational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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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cytokeratin 1 shows a differ-
ential expression in the epidermis and appendages; (A) the
suprabasal layer shows a stronger positivity of a superficial layer in
the sole of the 14th gestational weeks, while the basal layer shows
no positivity, (B) the suprabasal layer shows positivity, while the
basal layer and epithelium of hair follicles show no positivity in
scalp of the 22th gestational weeks, (C) stronger in a superficial
layer in the chest of the 23th gestational weeks, (D) suprabasal
layer shows stronger positivity in a superficial layer in the sole of
the 27th gestational weeks, while a basal layer shows no positivity.

A B

C D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cytokeratin 10 shows a dif-
ferential expression in the epidermis and appendages; (A) the
suprabasal layer shows stronger positivity in a superficial layer in
the sole of the 13th gestational weeks, while basal layer shows
no positivity, (B) the suprabasal layer shows strong positivity in
the scalp of the 15th gestational weeks, (C) stronger in a
suprabasal layer in the chest of the 22th gestational weeks, while
the eccrine duct shows no positivity, (D) the suprabasal layer
shows positivity and stronger in a granular layer in the sole of
26th gestational weeks, a while a basal layer shows no positivity.

고 찰

CK군은 20개의 비수용성 중간 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

량은 40-70 kDa 범위에 있고 상피성 세포에서 세포 골격 성분

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세사구조이다. CK은 일반적으로 분자량

과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저분자량의 산성 CK군과 고분자량의

염기성인 CK군으로 나뉘며 산성과 염기성 CK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즉, 편평상피 중 피부 표피의 기저

세포에는 CK5과 CK14, CK19이 규칙적으로 발현되며, 식도상

피는 CK4와 CK13, 각질 형성이 진행되는 기저상층의 피부 표

피에는 CK1과 CK10이 발현된다.18,19 그리고 같은 편평상피라도

창상치유 과정의 상피와 같이 증식하는 상피에서는 CK6과

CK16이 나타나기도 한다.17 분비성 상피세포는 일차적으로

CK8과 CK18이 발현되고, CK3, CK5와 CK12는 각막상피에서

관찰된다.20 기저상층의 각질형성세포(suprabasal ker-

atinocytes)의 비정상적인 각질화가 일어나는 유전성 피부 질환

인 전신성 표피박리성 과각화증(generalized epidermolytic

hyperkeratosis)의 환자의 경우 CK1과 CK10의 발현이 거의 없

거나 약하게 발현되므로, CK1과 CK10은 각질층을 만드는 각질

형성세포의 각질화에 중요한 단백이며 표피의 상층에서 중요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다.21 본 관찰에서도 CK1과 CK10이 같이

시기에 같은 세포층에서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태아 시

기에도 쌍을 이루고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생체 내에서는 규

칙적인 쌍을 이루고 있으나 케라틴 세사가 생체 외에서는 아무

렇게나 쌍을 이룰 수도 있다.28 그러나 단순상피에서 I형 케라틴

의 발현을 억제하면 짝이 되는 II형 케라틴의 발현도 억제될 수

도 있어29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본 관찰에서도 면

역조직 화학적으로 CK1과 CK10은 상피에서 쌍으로 존재하며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CK14는 기저상피뿐만 아니라

피부 부속기관상피와 모상피에서도 발현되고 있어 기저상피와

동일한 발현을 나타내고 있는 때문에 같은 기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CK5의 염색을 실시하

지 못하여 같은 분포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 으나, CK5

도 CK14과 기저층과 피부 부속 기관 기저상피에 쌍으로 존재하

리라고 추정된다.

태생기의 피부에서 CK의 발현은, CK14와 CK5가 임신 전

기간 동안 기저층 상피에서 발현되고 CK10과 CK1은 12주경부

터 발현되기 시작하며 CK18과 CK8은 임신 전 기간동안 주상

피에서 발현되나 출생 후부터는 관찰되지 않는다.22,23 또, 주상

피에서는 CK19, CK17과 CK8이 발현되어 성인에서의 단순상

피나 선상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16,22 CK14과 CK5는 태령

8주에서 태어날 때까지 기저상피에서 발현되었으며 CK10과

CK1은 상피층이 중층화가 일어나면서 발현되어 중간층세포에

서와 상층상피에서 점차 강하여졌다. CK18과 CK8은 발육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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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상피와 초기 기저상피에서 나타났다가 후기에는 각질화가

진행되면서 소실되었다. 이러한 CK의 발현을 기준으로 인체 태

생기 피부의 발육 단계를 4단계로 나누기도 한다.22 즉, 태령 9

주 이전의 배아기, 태령 9-14주의 중층기(stratification), 태령

14-24주의 모낭 각질화기(follicular keratinization), 그리고 태

령 24주이후의 모낭간 각질화기(interfollicular keratinization)

로 나눌 수 있다.22 CK14는 배아기부터 주상피와 기저층에서,

CK1과 CK10은 중층기인 태아기부터 기저상층에 발현하여 계

속 성장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관찰되었다.

초기 발육 단계의 모낭에서는 CK5/6. CK14, CK19과 CK17

을 발현하 고 후기에 기질 상피에서는 오직 CK19, 외근초 상

피에서는 CK5/6, CK14, CK17, CK19와 involucrin을, 그리고

내근초 상피에서는 CK4, CK18과 involucrin을 발현하 다. 협

부(infundibulum)상피에서는 외근초와 같았다. CK5/6, CK14,

CK17과 CK19는 기저층에서, CK1, CK4, CK10, CK14와

CK17은 기저상층에서 발현되었다.24 이러한 CK군의 발현 중

CK14은 외근초 상피에서, CK15는 기저층에서 발현되며 태아의

상피, 손톱, 그리고 외근초 상피에서 발현되지만 CK15는 CK14

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하여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조절

을 통해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25

한공 상피(poroid cells)는 CK1/5/10/14, CK14와 CK5/8에

양성이었고 정상적인 한관 외측상피에서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본 관찰 결과 CK1과 CK10은 아님을 알 수 있었

고, CK7, CK8/18, CK10/11과 CK19는 진피내 한관 상피의 내

측 상피에서 한선의 분비상피에서 양성이었다. 한관 표피세포

(cuticular cells)는 CK1/5/10/14과 CK10/11에서 양성이었다

고 하 고 그 결과로 미루어 아포크린 기원과 에크린 기원의 종

양을 감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 으나, 모 기원 종양과

의 감별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 다.26 본 관찰에서 특이한 점

은 15주의 두피와 체간부에서는 기저세포층에서만 양성으로 나

타났으나 발바닥의 피부에서는 기저층보다 기저직상층에 강양

성, 상층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부와 체간부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소견이므로 발바닥에 많은 한

선의 분화 과정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차 표피능

(epidermal edge)과 이차 표피능을 형성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CK14이 일차 표피능에는 염색되지 않

았고 이차 상피능이 생기기 전에는 중간층에서 강한 염색을 나

타내었다. 그후에는 기저층에서도 나타났고 점차 기저층으로 국

한되었다. 본 관찰에서는 CK14이 발현되었고 CK1, 10은 발현

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CK14에 양성인 세포가 이차 표피능을

형성하는 각질형성세포의 간세포(stem cell)가 될 것이라는 보

고를 지지하는 소견이라고 생각한다.27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CK1, 10, 14 발현의 차이점은

CK1, 10은 상피층에만 나타나고 CK14은 상피의 기저세포층과

피부 부속기관상피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

여 피부의 표피, 한선, 모와 피지선 상피에서 CK의 면역조직화

학적인 발현 양상이 발육 상태에 따라서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었으며, 표피는 분자량이 큰 CK이 발현하고 모낭이나 한관에

서는 기저층과 같은 CK이 분포하고 있어 기저세포와 같은 기원

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종양의 감별에서도 CK1이나 10이 발현

되는 종양이면 상피기원의 편평상피암종으로, CK14이 양성이면

피부부속기관기원의 종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

므로 피부종양의 상피성 기원과 부속기관에서 기원한 종양상피

는 CK의 발현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피부를 구성하는 상피세포를 개개의 CK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의 차이점과 그 기원의 종양

을 감별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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