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물모델이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의 생명윤리 논란

이 일어나면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on 

& Seo, 2012).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2003년 화장품법을 개정 후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화장품의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검증된 대체시험법(alternatives-animal testing)이 

있는 경우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구

체적 흐름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법 제15조 2항에 따

라 2017년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유통 및 판매가 전면금지 되었다(Lee et al., 

2018).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신하는 다양

한 대체시험법이 개발이 되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피부자극성 및 피부감작성에 

대한 대체시험법도 개발되고 있다(Hong et al., 2014; Lee 

et al., 2016; Lee et al., 2014; Yang et al., 2015; Kim, 

2011). 피부감작성평가 대체시험법으로 마우스를 이용한 local 

lymph node assay (LLNA) 시험법과 LLNA 시험법을 개선한 

LLNA:developed by Daicel Chemical Industries, Ltd. (DA) 

법과 LLNA:5-Bromo-2'-Deoxyuridine (BrdU)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법이 국제적으로 인증되

고 있다(OECD, 2010a; OECD, 2010b; OECD, 2018). 그리고 

피부자극성평가 대체시험법으로는 OECD test guideline 429 등

이 제시되었다(OECD, 2010a). 그러나 이러한 대체시험법의 개

발에도 불구하고 인체피부모델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의 문제, 

제품자체의 고비용 등의 in vivo 상황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는 

in vitro 시험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Anadón et al., 2014). 

특히 생체전환 과정인 생화학적 전환(biotransformation)을 통

해 생성된 친전자성대사체(electrophilic metabolite)와 생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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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e developed a glutathione-containing screening (GCS) system capable 
of confirming toxicity at the substance screening stage aimed at reducing the time 
and cost of the cosmetic raw material development stage. Methods: Based on 
genotoxicity testing, a GCS system, comprising a direct and indirect system, was 
developed to reduce the time and cost to identify toxicity during the screening of 
candidate cosmetic substances. Toxicity potential was confirmed by identifying 
changes in the content of total glutathione (GSH), which conjugates only toxic 
substances, and those in the glutathione disulfide (GSSG)/GSH ratio. Results: 
Heptanal, a positive control substance in skin irritation tests, showed a decrease in 
total GSH and was identified as a direct-acting toxicant. Eugenol, a positive control 
substance in skin sensitization tests, showed a decrease in total GSH and an altered 
GSSG/GSH ratio and was identified as an indirect-acting toxicant. Conclusion: 
The GCS system could identify toxicity characteristics of skin irritation and 
sensitization. However, more positive chemicals are required to induce skin irritation 
or sensitization to challenge a chemical's toxic classification such as irritation or 
sensitization according to the GCS system, direct and indirec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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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의 결합에 의한 발생 기전이 설명되고 있어 생화학적 전환 

유무는 피부의 감작성 및 자극성 예측에 대단히 중요하다(Park, 

2010).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은 원물질(parent compound)

의 활성화(activation)에 기인한다(Park et al., 2014). 원물질

의 활성화란 독성을 유발하기 위해 세포 및 인체를 구성하는 거

대분자인 당, 단백질, DNA 그리고 지질 등과의 결합 능력이나 

라디칼(radical)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ark et al., 

2014). 대부분 부식을 비롯하여 자극성 및 감작성 등의 피부손상

도 원물질의 활성화에 기인하다(Mercer et al., 2009; Madden 

et al., 2017; Weston et al., 2014). 활성화는 자연분해(natural 

decomposition) 및 cytochrome P450 등과의 효소에 의한 과

정인 생화학적 전환으로 이루어진다(Park et al., 2014). 이러

한 독성 유발의 활성화 원리가 동물실험이 아닌 유전독성시험의 

in vitro 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유전독성시험에서는 S9 분획(S9 

fraction)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직접법과 대사활성법(metabolic 

activation)으로 나뉘어 진다. 대사활성법은 대사에 관여하는 

cytochrome P450을 포함하고 있어 효소에 의한 생체활성화

(bioactivation)이다. 반면에 직접법에서는 S9 분획이 없어 가수

분해 등과 같은 자연분해에 의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유전

독성시험에서 대사활성법과 직접법은 화학물질의 활성화를 유도

하여 DNA에 결합 또는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돌연변이를 유도하

는 시험법으로 대체시험법의 선구적인 시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전독성시험에서 응용된 화학물질의 활성화 원리

를 피부의 자극성(irritation) 및 감작성(sensitization) 유도에서

도 적용하여 대체시헙법의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부자극

물질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질층(stratum corneum)의 표면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구조물의 파괴와 변성을 유도하여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데 이 역시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Agner & 

Serup, 1990; Barel et al., 2014; Nizioł-Łukaszewska et 

al., 2017; Rhein et al., 2006). 또한 피부감작물질도 활성화를 

통해 피부 또는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원으로 전환되는 햅텐

화(haptenization) 형성을 통해 감작을 유도한다(Dupuis et al., 

1980; Patlewicz et al., 2001). 이러한 활성화에 의한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을 유도하는 물질 탐색을 위한 시험법 개발을 

위해 유전독성시험의 기본 원리 및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

나 활성화 기전은 동일하지만 유전독성시험에서 활성화의 결과에 

의한 DNA 손상 및 결과를 DNA가 아닌 지질 또는 단백질과의 결

합을 통해 발생하는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을 유도하는 잠재력

을 가진 물질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활성화의 강도에 따라 

친전자성대사체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경성 친전자성대사체(soft 

electrophilic metabolite), 그리고 DNA와 결합하는 중성 친전자

성대사체(hard electrophilic metabolite)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Park, 2010; LoPachin & DeCaprio, 2005). 피부 자극

성 및 감작성 유도는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대부분의 자극물질(irritants) 및 감작물질(sensitization)은 

경성 친전자성대사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독성시험 in vitro 시스템에 단백질-유사 

기능으로 기대되는 글루타치온(glutathione, GSH)를 추가하여 

화학물질의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글루타치

온-함유 탐색 시스템(glutathione-containing screen system, 

GCS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GSH는 유기성 외인성

물질(organic xenobiotics)의 독성대사체(toxic metabolites)를 

제거하는 생체 내 유일한 물질인데 3개의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γ-glutamic acid), 시스테인(cysteine)과 글리신(glycine) 등으

로 구성된 트리펩티드(tripeptide)이다. GSH는 독성물질을 제거

하는 포합반응(conjugation)뿐만 아니라 항산화적 방어 및 세포

증식조절 등 세포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다

양한 기능을 가진 GSH를 이용하여 OECD guideline 439의 피

부자극성시험 및 OECD guideline 429 등의 피부감작성시험에

서 응용되는 양성대조물질과 GSH 반응 결과를 통해 GCS 시스

템(GCS system)을 개발한다. 특히 GCS 시스템은 시험물질의 

생화학적 전환 및 자연분해에 의한 활성화를 구분하기 하기 위한 

직접시스템(direct system)과 간접시스템(indirect system) 등

의 2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간접시스템에는 S9 분획이 포함하는

데 이 분획은 랫드의 미크로좀(microsome) 분획으로 화학물질의 

생화학적 전환을 유도하는 cytochrome P450을 포함하고 있다

(Park, 2010). 따라서 직접시스템은 시험물질이 자연분해에 의

해 활성화되며 간접시스템에서는 생화학적 전환에 의해 활성화되

며 직접시스템 및 간접시스템 각각은 유전독성시험에서 직접법과 

대사활성법과 동일한 원리에 GSH가 추가된 시스템이 된다. 이

들 두 시스템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 시험물질은 GSH의 변화를 

유도하며 이를 측정하는 것이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 잠재성을 

탐색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GSH의 변화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GSH 총량(total GSH)의 감소를 비롯하여 GSH 산화에 의한 산

화된 GSH 2개의 결합된 형태인 GSSG의 증가 등의 2 가지이다. 

Methods

1. 세포배양 및 GCS system 구성

실험에 사용된 heptanal, eugenol, dimethyl sulfoxide 

(DMSO)은 Sigma-Aldrich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S9 분

획은 MOLTOX (Boone, USA)로 부터 구입하였다.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 streptomycin,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배지는 Gendepo (USA)로

부터 구입하였다. 햄스터 난소 세포주인 CHO-K1세포는 한국

세포주 은행(Korean Cell Line Bank, Korea)에서 분양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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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O-K1세포는 10% FBS, 100 U/mL penicilin, 100 μg/

mL streptomycin을 함유하는 DMEM 배지를 사용하여 5 %의 

CO
2
, 37℃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GCS 시스템은 시험물질의 생

화학적 전환 및 자연분해에 의한 활성화를 구분하기 하기 위한 

직접시스템과 간접시스템 등의 2 system으로 구성된다(Table 

1). 또한 GCS 시스템 구성에 요구되는 glutathione peroxidase 

(GPX), superoxide dismutase (SOD) 및 glutathione (GSH)는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및 배양액에서의 total GSH 및 GSSG/GSH ratio 측정

GCS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험물질에 의한 GSH의 변화와 

GSSG/GSH 비의 변화를 배양세포 및 세포 배양액 내에서 확인

하였다. 먼저 세포 내에서 측정은 CHO K1세포를 4×105 cells/

mL으로 분주한 후 24 h 배양 후 시험물질로 처리하여 이루어졌

다. FBS free S9 분획이 포함되어있는 군(간접시스템)과 S9 분

획이 없는 군(직접시스템)에 각각 시험물질을 0.78 μL/mL 농도

로 처리하였다. 6 h 동안 처리한 후, PBS로 희석해준 다음, 세포

를 긁어 모아 4℃, 1000 g에서 15 min 동안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2-(N-morpholino) ethanesulfonic acid 

(MES) buffer를 넣고 4℃에서 10,000×g에서 20 min 원심분리

를 하였다. 상층액을 Cayman glutathione assay kit (Cayman 

Chemical, USA)를 이용하여 GSH 총용량과 GSSG/GSH 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세포를 추가하지 않고 배양액만 이용하여 GSH 

총량과 GSSG/GSH 비를 측정하였다. GCS 시스템은 시험물질을 

2 μL/mL 농도로 3 h 처리한 후에 metaphosphoric acid (MPA)

와 1:1로 희석한 후 4℃에서 10,000×g에서 20 min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Cayman glutathione assay kit를 이용하여 

GSH 총량, GSSG/GSH 비를 측정하였다.

3. 시험물질

GCS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피부 자극성 및 감작성

을 간단하게 in vitro로 확인하는 탐색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확인된 자극성 및 감작성을 유도하는 물

질에 의한 GSH 총량과 GSSG/GSH 비의 변화가 확인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택된 시험물질은 실제적으로 피부자

극성시험인 OECD test guideline 439에서 응용되는 양성대조

물질인 heptanal (OECD, 2013)과 피부감작성시험 OECD test 

guideline 429에서 응용되는 양성대조물질인 eugenol (OECD, 

2010a) 등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하였다.

4.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one-way analysis variance (ANOVA) 및 

Student's t-test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value는 

0.05 이하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Results

1. Heptanal의 total GSH 및 GSSG/GSH ratio 측정

Table 2는 피부자극물질인 heptanal 처리에 의해 세포 내 

GSH 총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조군의 S9 분획이 없는 

S9 (-)에서는 5.51±0.033 μM, 그리고 S9 분획이 존재하는 S9 

(+)에서는 5.76±0.044 μM의 GSH 총량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에 heptanal인 경우, S9 (-)은 4.42±0.053 μM 그리고 S9 (+)

은 5.55±0.048 μM의 GSH 총량으로 확인되었다. Heptanal 처

리에 의해 S9 분획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유의하게 GSH 총

량이 감소하였다(p<0.05). 또한, heptanal 처리에 의해 세포 내

Table 2. Changes in intracellular total GSH and GSSG/GSH ratio by heptanal                                                                (Unit: μM)
total GSH GSSG/GSH ratio

S9 (-) S9 (+) S9 (-) S9 (+)
DMSO 5.51±0.033 5.76±0.044 0.78±0.060 0.69±0.023
Heptanal 4.42±0.053*** 5.55±0.048* 0.82±0.036 0.71±0.036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CHO-K1 cells were treated with 0.78 μL/mL of heptanal, and DMSO was used as control.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GSH in both direct and indirect systems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5,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SSG/GSH ratio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systems. GSH, glutathione; GSSG, glutathione disulfide; DMSO, 
dimethyl sulfoxide.

Table 1. Content of the GCS system
Direct system Indirect system

Media DMEM DMEM
GSH 10 μM 10 μM
GPX 30 U/mg 30 U/mg
SOD 50 mU/mg 50 mU/mg
S9 fraction X O

GCS, glutathione-containing screen;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which include 100 U/mL penicillin and 100 μg/mL 
streptomycin; GSH, glutathione; GPX, glutathione peroxidase; SOD, superoxide dismutase; X, not including; O,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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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SSG/GSH 비는 대조군의 경우, 0.78±0.060, S9 (+)은 

0.69±0.023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heptanal 처리군의 경우에 

S9 (-) 0.82±0.036 그리고 S9 (+)는 0.71±0.036으로 관찰

되었다. S9 분획 유무에 따라 heptanal 처리에 의한 세포 내의 

GSSG/GSH 비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2. Eugenol의 total GSH 및 GSSG/GSH ratio 측정

피부감작물질인 eugenol을 세포에 처리 하였을 때에 GSH 총

량의 변화가 Table 3에 확인되었다. 대조군에서 S9 (-)은 5.51

±0.036 μM 그리고 S9 (+)은 5.67±0.079 μM으로 관찰되었

다. Eugenol 처리군의 경우에 S9 (-)에서 5.33±0.053 μM 그

리고 S9 (+)에서는 5.13±0.025 μM으로 관찰되었다. GSH 총

량의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S9 분획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유의

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p<0.001). 또한 eugenol 처리에 따른 

GSSG/GSH 비의 변화를 확인 해본 결과(Table 3), 대조군의 경

우 S9 (-)은 1.15±0.030, S9 (+)은 1.18±0.076으로 관찰되

었다. Eugenol 처리군의 경우, S9 (-)은 1.22±0.029, S9 (+)

은 1.36±0.022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GSSG/GSH 비의 변화

를 확인해본 결과, S9 분획이 존재하는 경우에 유의적인 증가가 

확인되었다(p<0.001). 

3. GCS 시스템

GCS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유전독성시험에서 세포를 제거하

고 GPX와 SOD를 첨가한 후 GSH 총량과 GSSG/GSH 비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Table 4는 GCS 시스템에 heptanal 처리에 따

른 GSH 총용량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대조군의 경우 S9 (-)

은 82.88±1.016 μM 그리고 S9 (+)은 74.42±4.830 μM으

로 확인되었다. Heptanal을 처리한 경우에는 S9 (-)은 80.31±

0.751 μM 그리고 S9 (+)은 74.23±3.730 μM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포 내의 변화와 달리 GCS 시스템에서는 S9 분획이 없

는 군에서만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p<0.05). 또한 GCS 

시스템을 통해 heptanal 처리에 따른 GSSG/GSH 비의 변화를 

Table 4에 나타냈다. 대조군의 경우에 S9 (-)는 0.68±0.009 

그리고 S9 (+)는 0.68±0.002으로 확인되었다. Heptanal 처리

군의 경우에는 S9 (-)는 0.68±0.002 그리고 S9 (+)는 0.69±

0.009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세포내의 변화와 같이 S9 분

획 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5에서는 피부감작물질인 eugenol을 GCS 시스템을 통

하여 GSH 총량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S9 

(-)은 67.61±1.074 μM 그리고 S9 (+)은 71.26±1.253 μM

으로 관찰되었다. Eugenol 처리군의 경우에 S9 (-)은 67.80±

1.129 μM 그리고 S9 (+)은 67.42±2.151 μM으로 관찰되었다. 

GCS 시스템으로 GSH 총량의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S9 분획이 

존재하는 군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확인되었다(p<0.05).

GCS 시스템을 통해 eugenol 처리에 따른 GSSG/GSH 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Table 5). 대조군의 경우, S9 (-)은 0.26±

Table 4. Changes in total GSH and GSSG/GSH ratio by heptanal in the GCS system
total GSH GSSG/GSH ratio

S9 (-) S9 (+) S9 (-) S9 (+)
DMSO 82.88±1.016 74.42±4.830 0.68±0.009 0.68±0.002
Heptanal 80.31±0.751* 74.23±3.730 0.68±0.002 0.68±0.009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GCS system was treated with 0.2 μL/mL heptanal.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GSH in the direct system (*p<0.05),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SSG/GSH ratio in both direct and indirect systems. GSH, glutathione; 
GSSG, glutathione disulfide; GCS, Glutathione-Containing Screen; DMSO, dimethyl sulfoxide.

Table 3. Changes in intracellular total GSH and GSSG/GSH ratio by eugenol
total GSH GSSG/GSH ratio

S9 (-) S9 (+) S9 (-) S9 (+)
DMSO 5.51±0.036 5.67±0.079 1.15±0.030 1.18±0.076
Eugenol 5.33±0.053 5.13± 0.025*** 1.22±0.029 1.36±0.022***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CHO-K1 cells were treated with 0.78 μL/mL of eugenol, and DMSO was used as a control.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GSH in the indirect system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01),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intracellular GSSG/GSH ratio in the indirect system (***p<0.001).

Table 5. Changes in total GSH and GSSG/GSH ratio by eugenol in the GCS system
total GSH GSSG/GSH ratio

S9 (-) S9 (+) S9 (-) S9 (+)
DMSO 67.61±1.074 71.26±1.253 0.26±0.006 0.27±0.006
Eugenol 67.80±1.129 67.42±2.151* 0.23±0.002 0.35±0.036**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GCS system was treated with 0.2 μL/mL eugenol.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GSH in the indirect system (*p<0.05) and a significantly increase in GSSG/GSH ratio in the indirect system (**p<0.01). GSH, glutathione; 
GSSG, glutathione disulfide; GCS, Glutathione-Containing Screen; DMSO, dimethyl sulf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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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그리고 S9 (+)은 0.27±0.006으로 관찰되었다. Eugenol 

처리군의 경우에 S9 (-)은 0.23±0.002 그리고 S9 (+)은 0.35

±0.036으로 관찰되었다. 세포 내의 변화와 동일하게, S9 분획

이 포함되어 있는 군에서 유의적인 GSSG/GSH 비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p<0.01).

Discussion

1. 화학물질의 독성 유발을 위한 2 가지 활성 기전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을 포함하는 모든 독성은 생체를 구

성하는 거대분자인 단백질, 당, 지질 그리고 DNA 등과 상호작

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화학물질의 활성화를 통해 유도된

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의한 초기 상호작용을 독성작용기전의 

일종(mode of action, MOA)이라고 하는데 MOA의 시작은 활

성화이며 활성화는 2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Betharia et 

al., 2014; Park, 2010; Park et al., 2014). 활성화의 2 가

지 경로는 생화학적 전환인 직접-작용 독성물질(direct-acting 

toxicants)과 간접-작용 독성물질(indirect-acting toxicants)

로 구분된다. 직접-작용 독성물질은 제1상반응(phase I 

reaction)과 제2상반응(phase II reaction)의 생화학적 전환 

과정이 없이 원물질(parent compound) 자체 또는 자연분해

(natural decomposition)를 통해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의미

한다. 반면에 제1상반응과 제2상반응의 생화학적 전환 과정을 

통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중간대사체

(reactive intermediates)를 유발하는 물질을 간접-작용 독성물

질이라고 한다.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 물질은 직접-작용 독

성물질 또는 간접-작용 독성물질 중 하나가 되지만 독성의 MOA 

측면에서 피부 자극성 및 감작성은 특정 독성물질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자극성 및 감작성 

물질의 탐색을 위한 대체시험법 개발에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

시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GSH 기능과 GCS 시스템의 개발 원리 

위 활성화의 2가지 경로에 의해 활성화는 in vitro 유전독성

시험이 직접법과 대사활성법을 구분하여 유전독성시험이 이루어

지는 것의 논거가 된다. 즉 직접-작용 독성물질은 cytochrome 

P450 효소계가 포함되어 있는 S9 분획이 없는 in vitro 유전

독성시험법의 직접법을 통해 DNA 손상 및 돌연변이를 유도하

는 물질이다. 반면에 간접-작용 독성물질은 S9 분획이 있는 in 

vitro 유전독성시험법을 통해서만 유전손상을 유도하는 물질이

다(OECD, 1997; OECD, 2016).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본 연

구에서는 활성화된 직접-작용 독성물질과 간접-작용 독성물질

이 GSH와 결합 또는 작용을 통화 변화 즉, GSSG/GSH의 변화

를 자극성 및 감작성 물질을 탐색하여 대체독성시험의 가능성과 

이들 물질들의 초기 탐색 방법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

구에서 GSH을 사용한 이유는 생체에서 직접-작용 독성물질 및 

직접-작용 독성물질 등의 독성대사체를 제거하는 유일한 물질

이 GSH이라는 것이다. GSH은 3개의 아미노산인 γ-glutamic 

acid, cysteine 및 glycine으로 구성된 tripeptide인데 3개의 아

미노산 중 cysteine 잔기인 -SH group의 강력한 전자공여력

(electron-donating capacity)에 의해 독성대사체 또는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 만약에 GSH가 부족하다면 단백질의 -SH

와 결합하여 독성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GSH는 -SH를 함유

한 cysteine이 간세포에서만 합성되어 간이 GSH 합성의 유일한 

기관이며 해독기관이 중심이 되는 이유이다(Lu, 2009). 따라서 

GSH의 -SH에 기인하여 활성화로 전환되는 물질을 탐색하는데 

가장 민감한 물질이며 본 연구에서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 물

질을 탐색하는데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부의 자

극성 및 감작성 유도에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면 단백질을 

비롯하여 피부는 체내 단백질과의 결합을 통한 hapten 형성처

럼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Agner et 

al., 1990; Barel et al., 2014; Rhein et al., 2006; Nizioł-

Łukaszewska et al., 2017; Dupuis et al., 1980; Patlewicz 

et al., 2001).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의

한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을 초기 및 간단하게 탐색하는 방법

을 개발하기 위해 in vitro 유전독성시험 시스템을 변형한 GCS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또한 GCS 시스템에서 세포 분획 및 배양

액에서 잘 알려진 피부 자극성과 감작성 유도물질인 heptanal과 

eugenol에 의한 GSH 총용량과 GSSG/GSH 비의 변화를 직접

시스템과 간접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OECD test guideline 439에서 응용되는 자극성 양성

대조물질인 heptanal에 의한 세포 내에서 GSSG/GSH 비를 확

인한 결과, GSSG/GSH 비의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OECD, 2013).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에 의한 GSSG/GSH 비

는 증가하는데 이는 독성물질이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의 유발에 기인한다(Jones, 2002; Winterbourn et al., 

2008). 특히 화학물질-유도성 산화적 스트레스는 유해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유발하거나 유기성 라디칼

(organic radical)로의 활성화에 기인한다(Bandyopadhyay et 

al., 1999; Yin et al., 2011). 따라서 heptanal은 산화적 스트

레스 유발에 의한 자극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

면에 heptanal에 의한 GSH 총량을 확인한 결과, 직접시스템과 

간접시스템 등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

러한 감소는 GSH와 heptanal과 결합으로 free-GSH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접시스템과 간접시

스템 등의 두 시스템 모두에서 heptanal에 의한 GSH 감소를 어

떻게 이해할 것 인가이며 이는 GCS 시스템의 판정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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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직접시스템과 간접시스템에서 중요

한 차이는 S9 분획의 유무이며 공통점은 가수분해와 같은 자연

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용액 상황이다. 따라서 직접시스템과 

간접시스템에서의 GSH 감소는 생화학적 전환이 아닌 자연분해

에 의한 heptanal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적으로 heptanal은 직접-작용물질이며 피부의 수분 상황에서 

활성화 되어 단백질 등과 작용하여 피부 자극성을 유도할 수 있

는 잠재적 물질로 추정된다. 실제적으로 생화학적 전환이 없이 

heptanoic acid 또는 pimelic acid로 전환되는 원물질 자체의 

자연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Golla et al., 

2009). 특히 heptanal은 알데히드(aldehyde) 종류인데 활성화

를 통해 각질층의 장벽기능에 손상을 입히거나 탈지 및 단백질 

변성을 통한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직접-작용 피부자극성물질로 

추정된다(Clayton & Clayton, 1982; Welss et al., 2004). 

OECD test guideline 429에서 응용되는 감작성 양성대조물

질인 eugenol에 의한 GSH 총량을 확인한 결과, 직접시스템이 

아닌 간접시스템에서만 GSH 총량의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OECD, 2010a). 이는 간접시스템에만 존재하는 S9 분획에 의

한 생화학적 전환의 결과로 eugenol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즉 생화학적 전환의 제1상반응을 수행하는 핵심

효소인 cytochrome P450에 의해 활성화되어 GSH 고갈을 유

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피부에 노출된 물질이 CYP1A1, 

CYP1B1, CYP2B6, CYP2E1, CYP3A 등의 cytochrome P450

에 의하여 생화학적 전환을 통해 단백질을 비롯하여 4대 거대

분자와 결합하는 활성중간대사체(reactive intermediates)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Merk et al., 1996; Jugert 

et al., 1994; Khan et al., 1989). 또한 진피 및 표피에서 

cytochrome P450에 의해 생성된 활성중간대사체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원으로 작용이 가능한 pro hapten으로 역할이 제

시되었다(Bergström et al., 2007; Götz et al., 2012). 이와 

같이 합텐화(haptenization)가 이루어지면 항원제시세포에 의

해 기억되어 다시 노출 되면 T-cell을 통한 면역반응이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졌다(Ahmad & Mukhtar, 2004; Kaplowitz, 

2005; Reisinger et al., 2015; Son & Seo, 2012). 이와 같

이 간접시스템에서 GSH 총용량의 감소는 eugenol의 활성화

에 기인하는 것으로 감작성의 간접-작용물질로 추정된다. 실

제로 eugenol는 사람의 케라틴 생성세포(keratinocyte)에

서 CYP1A1에 의한 생화학적 전환을 통해 활성중간대사체인 

p-quinonemethide로 전환되어 GSH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Thompson et al., 1990). 또한 간접시스템에서 GSH 고

갈뿐만 아니라 eugenol에 의해 GSSG/GSH 비도 증가되었다. 

이는 생화학적 전환에 의해 eugenol의 활성중간대사체가 유해

활성산소에 의한 연쇄반응 또는 유기성 라디칼에 의한 산화-

환원반응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진 종류로 추정된다. 생화학적 

전환에 의한 활성중간대사체는 친전자성대사체(electrophilic 

metabolites)를 비롯하여 탄소-기원 라디칼(carbon-centered 

radical) 그리고 산화-환원활성종(redox-active species) 등

의 3종류인데 이중 탄소-기원 라디칼과 산화-환원활성종인 

GSSG/GSH 비를 증가시키는 연쇄반응 및 산화 환원반응(redox 

reac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ark, 2010). 이러한 

측면에서 eugenol의 활성중간대사체인 p-quinonemethide

는 환원-산화반응 유도를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quinone 계열의 산화-환원활성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eugenol에 의한 GSSG/GSH 비의 증가는 

p-quinonemethide의 산화 환원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산화-환원반응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고 이에 

발생하는 유해활성산소는 GSH의 산화를 촉진시켜 GSH 산화

형인 GSSG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eugenol은 생화학적 

전환에 의해 활성화되어 GSH 총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GSSG/

GSH 비도 증가시키는 탄소-기원 라디칼 또는 산화-환원활성

종으로 추정되는 간접-작용 피부감작성물질로 사료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세포를 포함하는 GCS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포

가 없는 배양액으로 구성된 GCS 시스템의 직접시스템과 간접시

스템에서 heptanal과 eugenol에 의한 GSH 총용량과 GSSG/

GSH 비에서도 유사하였다. 이는 세포 유무와 상관이 없이 GCS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GCS 시스템의 피부접촉물질에 대한 응용 

본 연구에서 모든 독성물질이 활성화를 통해 체내 거대분자와

의 결합을 통해 독성을 유발하는 MOA와 생체 내에서 유일하게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이 GSH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피부

의 자극성 및 감작성 물질의 in vitro 탐색을 위한 새로운 방안

인 GCS 시스템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특히 GCS 시스템에 의한 

물질의 자극성 및 감작성 탐색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OECD 

test guideline 439 및 429 (OECD, 2013; OECD, 2010a)에

서 사용되는 양성대조물질인 heptanal과 eugenol이 사용되었

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를 통해 자극성 양성물질인 heptanal은 

직접시스템 및 간접시스템 모두에서 GSH 총량의 감소가 유도

되어 자연분해에 의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직접-작용 물질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감작성 양성물질인 eugenol은 간접시스템

에서만 GSH 총량의 감소와 GSSG/GSH 비의 증가를 유도하였

다. 이는 eugenol의 활성화는 효소 특히 cytochrome P450 시

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접-작용 물질로 추정된다. 이와 같

이 heptanal과 eugenol의 GCS 시스템에서 GSH 변화를 통해 

영향을 통해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의 탐색 가능성이 확인되

었다. 이는 원물질의 자연분해 또는 생화학적 전환을 통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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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한 GSH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GSH에 대한 영향

이 자극성과 감작성 물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GCS 시

스템에서 직접적인 추정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부 자

극성은 노출 후 24 h 이내에 자연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적 

특성이 있지만 피부 감작성은 피부 접촉 후 체내 혈관계로 유입 

그리고 합텐화 등의 과정에서 자연분해보다 생화학적 전환에 의

해 유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ergström et al., 

2007; Götz et al., 2012).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자극성물

질은 직접시스템, 그리고 감작성물질은 간접시스템에서 GSH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GCS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피부 자극성 및 감작성 양성물질의 활성화에 대한 경향성

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Conclusion

생체 내에서 유일하게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이 GSH이라

는 사실을 기반으로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 물질의 in vitro 

탐색을 위한 새로운 방안인 GCS 시스템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특히 GCS 시스템에 의한 물질의 자극성 및 감작성 탐색 가능성

을 증명하기 위해 OECD test guideline 439 및 429에서 제시

되어 있는 양성대조물질인 heptanal과 eugenol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를 통해 자극성 양성물질인 heptanal은 직

접시스템 및 간접시스템 모두에서 GSH 총량의 감소가 유도되

어 자연분해에 의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직접-작용 물질로 추

정되었다. 반면에 감작성 양성물질인 eugenol은 간접시스템에

서만 GSH 총량의 감소와 GSSG/GSH 비의 증가를 유도하였

다. 이는 eugenol의 활성화는 효소 특히 cytochrome P450 시

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접-작용 물질로 추정된다. 이와 같

이 heptanal과 eugenol의 GCS 시스템에서 GSH 변화를 통해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의 탐색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GCS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피부 자극성 및 감작성 양성물질의 

활성화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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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루타치온을 이용한 피부접촉물질에 초기 독성 탐색 기술

허혜선1, 안민지1, 윤미숙2, 박영철1* 
1대구가톨릭대학교 화학물질독성평가학과 & GLP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 
2계명문화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 대구, 한국

목적: 화학물질의 대사계인 S9 fraction를 이용하는 유전독성시험 in vitro 시스템에 단백질-유사 기능으로 기대되는 glutathione 

(GSH)를 추가하여 화학물질의 피부의 자극성 및 감작성을 탐색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으로 glutathione-containing screen 

system (GCS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법: 자극성 및 감작성의 물질은 유해활성산소 및 유기 라디칼을 생성하거나 단

백질과 결합하여 GSH 감소 및 GSH 산화형인 glutathione disulfide (GSSG)의 증가를 유도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극성 및 

감작성을 탐색하기 위해 total GSH와 GSSG/GSH 비 등의 GSH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피부자극성 양성물질인 heptanal에 의해 

total GSH가 감소되어 자연분해를 통해 활성화되며 피부감작성 양성물질인 eugenol은 total GSH 감소와 더불어 GSSG/GSH ratio 

증가가 유도되어 효소에 의한 생화학적 전환을 통해 활성화되는 indirect-acting toxicant로 추정되었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고

려할 때 피부자극성물질은 S9 fraction이 없는 direct system, 피부감작성물질은 S9 fraction을 포함하고 있는 indirect system에서 

GSH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GCS system의 direct system와 indirect system에서 더 많은 양성물질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시스템에서의 자극성 및 감작성의 잠재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Glutathione, 동물대체시헙법, 피부접촉물질, 감작성, 자극성

이 연구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화학물질 유•위해성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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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利用谷胱甘肽对皮肤接触材料的初始毒性筛选技术 
 
許惠善1, 安盿持1, 尹美淑2, 朴英澈1* 
1大邱天主教大学 化学物质毒性评价学科&GLP中心，庆尚北道庆山市，韩国 
2启明文化大学美容协调学科，大邱，韩国

目的: 我们开发了一种含谷胱甘肽的筛选（GCS）系统，能够在物质筛选阶段确认毒性，旨在减少化妆品原料开
发阶段的时间和成本。方法: 基于遗传毒性测试，开发了包含直接和间接系统的GCS系统，以减少在筛选候选化
妆品物质期间鉴定毒性的时间和成本。通过鉴定仅与有毒物质结合的总谷胱甘肽（GSH）和在谷胱甘肽二硫化
物（GSSG/GSH比例中的含量的变化来确认毒性潜力。结果: 庚醛是皮肤刺激试验中的阳性对照物质，显示总
GSH降低，并被确定为直接作用毒物。 Eugenol是皮肤致敏试验中的阳性对照物质，显示总GSH降低和GSSG/
GSH比值改变，并被鉴定为间接作用毒物。结论: GCS系统可以识别皮肤刺激和致敏的毒性特征。然而，根据
GCS系统，直接和间接系统，需要更多的阳性化学物质来诱导皮肤刺激或致敏以挑战化学品的毒性分类，例如
刺激或致敏。

关键词: 谷胱甘肽，GCS系统，遗传毒性试验，庚醛，丁香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