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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genistein on the hair cycle and the hair
growth in DNCB-induced dermatitis mice

Eun Jung Jang
Advisor : Eun-Mi Ryu, Ph.D
Dept. of Beauty and Cosmetic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the damage to the scalp and hair increases due to various causes such as
stres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iet, attention to healthy hair and scalp is
increasing and awareness of management is increa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of
genistein's effect on the hair cycle of the skin of the hymenitis from mice to
DNCB are as follows.
The experimental method used a 5-week-old male Balb/c mouse for animal testing,
and DNCB (2,4-Dinitroclobenzene) was used in the first test to cause contact
dermatitis in mice's skin. The second experiment is to visually observe changes in
the skin of rats by administering genistein, and to analyze the histological analysis
and transcription through hematocillin & fish dyeing method to identify the
genistein

action

mechanism

associated

with

atopic

dermatitis.

Symptoms

of

dermatitis in dermal visual observation were substantially improved by genistein
administration, and hair follicles appeared in a round shape.
Conclusion Genistein administration helps improve symptoms of DNCB dermatitis,

- vi -

and hair cycle or hair growth deterioration caused by dermatitis can be improved
and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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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자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면서 건강한
피부, 날씬한 몸매와 더불어 건강한 두피와 머릿결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미
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1). 외모를 관리하는 방법 중엔 다이어트, 메이크
업, 피부관리, 두피·모발관리 등이 있는데(2) 서양의 유물론자인 체르니세프스키
(Chernyshevskii, Nikolai, Gavrilovich) 는 미는 생명이며 생명의 완전한 발현(3)
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에 하나이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용
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4).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식생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두피와 모발의 손
상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모발과 두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에 대한 인
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5). 인간의 면역계는 특정 항원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반
응하여 상해를 유발시키는 질환을 아토피(atopy)라 말한다(6). 아토피피부염 그
가족은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할 위험이 높으며,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7).
아토피피부염은 발병인자가 매우 다양하며 성장하면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
르기 비염 등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아나필락시스가 초래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8).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 주로 대중치료를 목표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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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진질환의 증상완화를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고 소양감을 경감시키
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9) 피부염의 치료로는 부신피질호르몬, 항히
스타민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10)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약물 사용은 독성을 더 중가 시키는 치료의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
다(11). 이러한 약물요법 이외에 광선치료를 하고 자외선을 이용한 광선치료, 적
외선을 이용한 LED 치료 그리고 천연 재료를 찾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
행 중에 있다(12). 의식주 반에 걸쳐 자연에 가까워 지려는 웰빙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인공인 제품보다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추구하고 있다(13). 환
경, 유전,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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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동향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소양증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배경, 숙주의 환경, 피부 장벽의 손상 및
면역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4). 모발(hair)은
피부부속기관인 모낭(hair follicle)에서 발생되며, 두발과 체모를 포함한 모낭이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15). 모발은 피부의 부속기관이며 피부가 변성되어 탄력성
있는 각질이 쌓여 생성된 것이다(16). 모발의 각 성장주기에 따라 다양한 인자들
이 작용함으로써 양모 또는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17).
탈모증은 정상적인 피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털이 빠지
는 현상으로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두피와 모발을 송상 시켜
탈모가 발생한다(18).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과 남성 호르몬의 과다, 정신적 스

트레스, 혈액순환 및 영양장애, 내분비장애, 자가 면역 질환, 환경오염, 서구화
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등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19).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약물로는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에서 공인받은 것으로 미녹시딜(minoxidile)과 피나스테라
이드 (finasteride)두 가지 뿐이다(20). 발모 탈모방지 효과를 유지하기 해서는 평
생 동안 지속적인 사용이 요구되며, 장시간 사용시 부작용과 지속의 어려움으
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21). 이러한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모발의 치
료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문제는 연구과제로
남아있다(22). 탈모증 예방 및 발모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들어 탈모나 피부염에 관한 천연물의 연구로는 부채마 에탄올추출물(23), 당
귀(24), 쑥(25), 한련초(26), 석창포(27), 소나무 진(28), 키위추출물(29), 밀싹추출물(30),

- 3 -

황기에탄올 추출물(31), 호장근추출물(32)과 같은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Genistein은 대두단백질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LDL-cholesterol의 산
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33). genistein의 섭취가 항산화 효소의 활
성을 향상시키고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34) 피부 각질 형성세포의 TEER(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을 증가시키며 피부세포의 이동을 촉진시킨다(35). 제니스테인(genistein)은 대두
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이소플라본 화합물 중 하나이며 노화 방지 및 항염증 활
성 효과에 대한 연구(36)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부에서 항산화와 항암 효
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37)된 바 있고 염증완화 및 암세포 증식 억제, 세
포 이동성 촉진 등에 효과가 보고되었다(38). 그러므로 천연 식품에서의 관심이
높을 때 그 유용성이 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료를 이용하여 바쁜 현대인이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 보다 필요하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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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제니스테인이 피부염증 개선과 모발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동물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실험에
acetone,

사용된
olive

제니스테인,

oil,

DNCB(2,4-dinitrochlorobenzene),

paraformaldehyde,

xylene

및

ethanol은

Sigma-Aldrich Co.(St.Louis, MO, USA)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

동물실험은

1차

실험과

2차

실험으로

나누고,

1차

실험은

DNCB(2,4-dinitrochlorobenzene)를 이용해 생쥐의 피부(등) 부위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 시킨다. 2차 실험은 제니스테인을 투여하
여 생쥐의 피부 변화를 관찰한다.
세 번째,

2차 실험에서 육안적 관찰이 끝난 후 생쥐를 경추 도살 시킨 다음,
적출된 피부 조직은 hematoxylin & eosin 염색법을 통해 조직학적
분석을 한다.

네 번째,

생쥐의 피부 전사체(transcriptome)를 분석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증에
관련된 제니스테인의 작용기전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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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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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이론

1. 모 발

1.1 모발
모발은 피부의 일부가 변화되어 생성된 피부의 부속기관으로(40) 피부 표피에
서 생기며 손바닥, 발바닥, 입술 등의 점막을 제외한 몸 전체에 나 있다(41). 개
인과 인종에 따라 다르나 5∼15층의 투명한 엷은 세포로 발수성, 친유성의 성
질을 가지며 마찰에 약하고 모피질을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한다(42). 모발
을 형성하는 구조로는 크게 모근부와 모간부로 나뉘고(43) 아미노산의 종류나
각각의 함유량에 의해 형상이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44).

1.2 모발의 구성 및 기능
모발의 성분은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으로 약 80∼90%로 구성되고, 18종

아미노산으로 산성 아미노산, 중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되어있다(45).
모발은 연· 경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경( hard) 단백질인 케라틴(
keratin) 은 시스틴( 16%) ,알기닌( 9. 6%) ,페닐알라닌( 2. 7%) ,매치오닌( 1.
0%) ,히스티닌( 0. 9%) ,세린( 7. 6%) ,루타민산 ( 14. 4%) ,기타( 47. 8%)등의
18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최
대 30%정도 까지 수분에 팽윤될 수 있다(46).

- 7 -

1.3 모발의 주기
사람의 모발 주기는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활동기로 나눌 수 있고(16, K. G.
Lim, 2007) 모발성장은 한달에 8mm∼10mm이상이고, 평균수명은 3∼6년, 성장
기와 휴지기의 비율이 9:1이다(47). 성장기에는 모발, 모낭 내 구조물 역시 성장
하며 모유두 주변의 모기질 각질형성세포는 높은 증식활성을 보이며 퇴행기에
서는 부분 모낭 내 각질형성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 이 일어나고 멜라닌 색
소의 생성단, 세포 외 기질의 재구성과 함께 모유두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어
모낭은 결과적으로 퇴화하여 휴지기에 모낭이 탈락되게 된다(48). 이러한 발생기
의 4주기를 모주기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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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he sublamellarstructure of the
human hair cu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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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피

신체의 큰 조직인 피부는 각 부에 따라 얼굴, 손바닥, 손등 등 다양하게 명칭
이 구분되고 있고(49) 두피는 수많은 모공을 통해 1∼4의 모발이 자라나는 곳으
로 두피의 상태에 따라 모발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50). 대략 수분 70%, 단
백질 27%, 지방 2.5% 무기질 (미네랄) 0.5%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체 내
에서 뇌와 함께 형성된다(51). 혈액으로부터 공급받은 산소와 영양소를 흡수하여
사용하고 탄산가스와 노폐물을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
다(52). 두피는 인체의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 시키는 기능 및 모발의 생성과도
관계가 있다(53). 모낭이나 피부에 기생하는 모낭충은 리파아제를 분비하여 피지
와 모근의 지질 성분을 분해시켜 영양분을 사용함으로 모근에 손상을 주며 분
비물과 사체로 피지 속으로 전이시켜 염증을 유발 시키며, 모근을 갉아먹으며
두피와 모발의 손상을 가속화 시킨다(54). 두피의 표면은 약산성(pH4.5∼6)이기
때문에 병원균의 번식활동을 막아준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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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 모

탈모는 잘 자라던 모발이 갑자기 빠지게 되어 모발이 결여되거나 그 수가 감
소하는 것을 말하며(56)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의해서 두피와 모낭이 손상을
받아 성장기 모발의 모근과 모유두의 활동이 멈추게 되면서 휴지기로 빠르게
이행되어 휴지기 모발의 탈락으로 나타난다(57). 탈모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어깨, 목 주위의 긴장이 근육 통증을 일으켜 혈관이 압박하면서 자율신경
이 균형을 잃고 두피에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58). 이렇게 탈모는 유전적 원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 즉,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 자세 등으로 인해 증

가하고 더불어 여성들의 탈모현상이 남성 탈모 못지않게 급증하고 있다(59). 흔
히 탈모는 반흔성탈모증과 비반흔성탈모증으로 구분한다(60). 반흔성 탈모증은
모낭이 파괴되고 섬유조직으로 회복되어 영구적인 탈모상태가 되는 것으로 외
상, 홍반성 루푸스, 경피증, 편평태선, 종양, 감염 등이 원인이 된다(61). 비반흔
성 탈모증은 조직이 섬유화 되지 않고 모낭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휴지기
탈모증,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증, 원형탈모증, 생장기 탈모증 등이 있다(62). 탈
모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우성이므로 한 쌍 의 유전자 중 한 개만 가져도 발현
가능하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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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e of scal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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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염

피부조직은 외측에서부터 크게 표피층(epidermislayer),진피층(dermislayer),피
하지방층(subcutaneouslayer)으로 나눌 수 있다(65). 피부의 최외곽층인 표피의
각질층은 케라틴 단백질과 각질세포간 지질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물질의 피부
투과를 방해하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한다(66). 표피와 진피층 사이에는 단순한 기
저막 부위와 보다 복잡하고 조직화되어있는 표피와 진피의 연결부위가 있는데
이는 기저세포의 원형질막을 구성하는 반교소체와 기저판과 콜라겐 섬유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7). 표피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질형성세포들은 기저
층에서부터 세포분열하여 차츰 위쪽으로 이동하다가 일정기간 후에는 각질층에
이르러 죽은 세포가 되어 피부 밖으로 자연 탈락 된다(68). 모공은 피지선에서
생산되는 피지를 운반하는 모낭 에 연결되어 있어, 피부 보호막인 피지막을 형
성하도록 분비되는 매우 작고 좁은 관이다(69).
접촉성 피부염이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피부의 염증반응으로 발
생 기전에 따라 자극접촉피부염 (Irritant contact dermatitis ,ICD)과 알르기접
촉피부염 (Alergic contact dermatitis ,ACD) 으로 세분된다(70). 접촉피부염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병변의 위치, 발진의 경과등을 관찰하여 원인 물질을 추정
할 수 있으나, 원인의 규명은 첩포검사가 가장 우수한 진단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71).

- 13 -

5. 제니스테인

Genistein 은 콩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isoflavone의 한 종류로서 당뇨병, 암 및
폐경기 증후군 개선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72).
노화는 피부 두께와 상피 세포의 수가 감소되면,

폐경 후 피부노화는 에스트

로겐 결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73). 에스트로겐은 각질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진피에서 혈관을 자극하여 섬유 아세포에서

콜라겐, 탄성 섬

유 및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합성을 자극하며,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여러 가지
피부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피부 건조, 위축, 미세한 주름 및 상처 치유지연과
관련이 있다(74).

제니스테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β(estrogen receptor beta)에

결합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phytoestrogens)으로서 피부 변화를 개선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5). 에스트로겐 수용체알파(ERα)는 모낭의 진피 유두
세포(dermal papilla cells)로 제한되나, 에스트로겐 수용체베타(ERβ)는 외근막
세포(outer root sheath cells), 상피 매트릭스 세포(epithelial matrix cells), 진피
유두 세포 및 외근막

특화된 돌출 영역의 세포(specialized bulge region of

the outer root sheath)에서 발견되어 모낭에서 ERβ 발현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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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e of Geni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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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제니스테인, 2,4-dinitrochlorobenzene(DNCB), acetone, olive
oil,

paraformaldehyde, xylene 및 ethanol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TRIzol® RNA Isolation Reagents는

Life

Technologies사(Carlsbad, CA,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Digital

Camera, Aanimal Clipper, 제모크림 및 나머지 재료는 재료상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1.2 실험동물
생후 5주된 male Balb/c 종 생쥐를 ㈜샘타코(Samtako, Daejeon, Korea)에서
분양 받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1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실내온도는 20±2˚C, 상대습도 60±5%, 조명 주기는 12시간 밤과
낮을 유지하였으며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생쥐를 5마리씩 나누
어 총 30마리를 실험에 사용하였고 조선대학교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 승인(승
인번호: CIACUC 2019-A0021)을 받아 동물실험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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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피부염 유발 과정
생후 5주된 male Balb/c 종 생쥐를 (주)샘타코(Samtako)에서 분양받아 1주일
간 적응시킨 후 1차 실험과 2차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생쥐의
등부위에서 시작하여 전기면도기로 1 차 제모한 후 크림형 제모제를 바르고 도
포용 붓을 사용하여 도포한 후 10분 정도 방치하여 따뜻한 의료용 거즈로 닦아
내고 온수로 세척하였다. 그리고 DNCB(Olive oil:acetone=3:1)를 이용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켰다.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난 생쥐는 2차 실험에서 5마리씩 총
30마리를 실험군인 DNCB+G군, 양성대조군인 DNCB군, 대조군인 Control군,
음성대조군인 O,A군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시료 도포는 1차 실험에 1%
DNCB 용액을 주 3회 붓을 이용하여 경피 도포하여 피부염을 일으켰다. 2차
실험은 Table 1과 같이 진행 하였다. 시료 도포는 0.1% DNCB 용액을 1차 실
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피 도포 하였으며, 사료는 자유로이 공급하였다. 2차
실험 기간 동안 실험군인 DNCB+G군에만 수돗물 200ml에 제니스테인을
0.2(W/V) 농도로 용해시켰으며, DNCB군, Control군, O,A군 모두 수돗물 200ml
을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로이 공급하였다.

2.2 육안적 관찰(외형효과)
실험 시작일로부터 7주 동안 1차와 2차 실험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 실험에
서는 경피의 변화가 접촉성 피부염이 진행됨을 확인한 후 2차 실험에 들어갔
다. 2차 실험에서는 DNCB+G군, DNCB군, Control군, O,A군 총 4군으로 구분
하였고, 주 1회씩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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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학적 분석(Hematoxylin & Eosin)
조직학적인 분석은 실험시작 7주째 생쥐를 경추 도살 시킨 다음 등 피부 부
분을 의료용 가위로 적출해 H & E 염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염색법은
'염기성' 물감인 hematoxylin으로 핵을 염색한 후 다시 산성 물감인 eosin으로
나머지를

염색하는

것이다.

피부조직을

1cm×1cm

크기로

잘라서

paraformaldehyde 용액에 12시간 동안 침전하여 고정시킨 후 99%

10%

ethanol로

탈수과정을 거친 다음 파라핀에 포맷 하였다. 파라핀에 포맷된 피부조직을 조
직절편 제작용 Microtome(Finesse 325; Thermo Scientific),

관찰용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붙이고 파라핀을 제거하는 과정(Xylene I,

Ⅱ, Ⅲ→100% EtoH

Ⅰ, Ⅱ→95% EtoH Ⅰ, Ⅱ→90% EtoH→80% EtoH→70%

EtoH, 각 10분씩)을

진행하였다. 파라핀이 제거된 피부조직 절편은 1%

Hematoxylin(Merck Co.,

Darmastadt, Germany)과 1% Eosin(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염색한 후 Hematoxylin and Eosin (H&E)염색을 실시
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2.4 피부 조직 전사체(Transcriptome) 분석
절제된

피부

조직에서

지방층을

제거하고

TRIzol®

RNA

Isolation

Reagents(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
리하였다. Agilent RNA 6000 Pico Kit(Agilent, Santa Clara, CA, USA)와
BioAnalyzer 2100 Automated Electrophoresis System(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피부조직에서 분리한 total RNA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피
부조직에서 분리한 RNA는 안정성을 확인한 후 TruSeq®stranded mRNA
Sample Preparation kit(Illumina,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실험방법에 따라서 mRNA sequencing library를 만들었다. 피부조직 mRNA
library는 Agilent DNA High Sensitivity Kit(Agilent, Santa Clara, CA, USA)
를

이용하여

Bioanalyzer

2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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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CFX96

Real

Time

System(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각각의
피부조직 mRNA library는 Illumina HiSeq 2500을 이용하여 RNA sequenc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부조직 cDNA libraries는 TruSeq flow cell을 이용하여
cDNA libraries의 clusters를 만든 다음 TruSeq 200 Cycle SBS Kit(Illumina,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100bp-end read로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
다. cDNA libraries의 염기서열 정보는 FASTQ format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
하여 분석하였고, Gen Mapping 분석은 TopHat2(http://tophat.cbcb.umd.edu)와
bowtie2(http://bowtie-bio.sourceforge.net)를 이용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유전
자 발현량 차이(differentially expressed gens(DEG)는 reads per kilobase per
million
analysis

mapped
by

reads(RPKM)

값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CuffDiff(http://cufflinks.cbcb.umd.edu)을

유의성은

이용하여

DEG

분석한

후

Fold-change False Discovery Rate(FDR)가 p<0.05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하
였다. Functional gene set의 분석은 DAVID Bioinformatics Resources 6.7,
NIH(http://david.abcc.ncifcrf.gov)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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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Treatment

Experimental
groups

0.2% DNCB

Drinking water

Control)

No

Tap water

O,A2)

No

Tap water

DNCB-DM3)
DNCB-DM+G
4)

3weeks for
4weeks
3weeks for 4
weeks

Tap water
0.1

genistein for
3weeks

Control1): tap water feeding, OA2): Olive oil-acetone control,
DNCB3): DNCB application; 0.2% DNCB in olive
oil-acetone solution, DNCB+G4): 0.1% genstein feeding from
1 week after 0.2% DNC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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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shaving

Sacrificed

on the whit

skin biosy

skin region

0.1% Treatment with genistein
0 . 2 %
DNCB

Day0

0.2% DNCB

in duction of atopic dermatitis with DNCB
▼
▼
▼
Day1 Day28
Day49

Day49

Fig. 5. Experimental protocol for induction of DNCB-dermatitis Geniste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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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고찰

제니스테인이 접촉성 피부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lb/c
생쥐를 제모한 후 DNCB를 이용해 피부염을 유발시켰다. 제니스테인이 피부염
생쥐의 모발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육안적으로 관찰하였고, total RNA를 분리한
후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대조군과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비교 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제니스테인이 생쥐에서 DNCB에 의한 염증피부의 육안적 관찰
제니스테인이 모발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 시작일로
부터 5주 동안 1차와 2차 실험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 실험에서는 경피의 변화
가 접촉성 피부염이 진행됨을 확인한 후 2차 실험에 들어갔고

1회씩 디지털카

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다. 대조군인 Control군과 음성대조군인 O,A군의
피부 증상은 2차 실험 시작일과 실험 시작 3주에 피부를 관찰한 결과 피부의
발진이나 구진 및 가피형성 등의 피부염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DNCB군의 피부 증상은 3주 이후 모두 피부발진, 구진, 습진 및 가피형성 등
의 피부 염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발진부분은 빨갛게 일어나고 피부 갈라
짐 현상이 점점 심해져 있었지만 제니스테인 투여 후 피부 갈라짐 현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빨갛게 발진이 일어난 피부도 발진이 거의 없어졌다. 정상 피부까
지는 아니지만 DNCB 피부염 증상이 호전됨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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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Genistein on DNCB-induced dermatitis(DNCB) balb/c
mice. Control group: Normal mice. Oliveoil-acetone group: mice treated
with Olive oil-aceton sonlution. DNCB (1chloro-2,4-dinitrobenzene) group:
mice sensitized with DNCB. DNCB+G group: mice sensitized with DNCB
and treated with Geni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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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니스테인 투여가 DNCB 피부염 생쥐의 조직학적 분석
제니스테인 투여가 DNCB 피부염 생쥐의 피부조직 소견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해 실험시작 7주째에 생쥐를 경추 도살 시키고 피부를 적출하여 고정
시켰다. H&E 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7 과 같다.

DNCB군은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표피층의 각질층
손상이 커서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낭의 형태도 일정하지 않고,
경계도 뚜렷하지 않아서 Control군과는 차이가 있었다. Control군은 피부 표피
층과 진피층의 경계가 뚜렷이 보였고, 표피층의 각질층이 손상되지 않고 잘 보
존되어 있었다. 모낭은 경계가 분명하고 모낭세포도 손상되지 않고 뚜렷하게
보였다. O,A군은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의 경계가 뚜렷이 보였고, 표피층의 각
질층 손상이 다소 나타났다. 모낭은 경계가 뚜렷해졌고, 모낭의 형태와 세포도
명확하게 보여서 DNCB군보다 손상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였고, 표피층의
Control군보다는 더 얇았으나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 24 -

DNCB+G군
각질층은

Fig.

7.

Histological

features

of

the

dinitrochlorobenzene(DNCB)-treated

skin

Balb/c

mice

in

the
at

4

weeks after the start of DNCB administration. A :
control;

B

:

Olive

oil-acetone

DNCB+G(Geni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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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DNCB;

D:

3. DNCB 피부염 생쥐의 모발 주기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
모근 분화과정에서 KRT5, KRT514, KRT516, KRT517 및 KRT519는 outer
root sheath 분화에 KRT25, KRT27, KRT28, KRT32, KRT35, KRT71, KRT75
및 KRT85는 inner root sheath 분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Krt71 유전자 발현은 모근 분화과정에서 inner root sheath 분
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
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모근 inner root sheath 분화에 억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고, Krt14 유전자 발현은 모근 분화과정에서 outer root sheath 분화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7),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
현이 증가되었고, DNCB+G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모근분화의 장애로 인한 변
화의 결과로 추측된다. Dsg4 는 모낭에서 발현되어 모발의 피질 분화를 조절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8),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현
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모낭에서 모발의 피질분화가 억제되고, DNCB+G군
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발 피질의 분화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Msx2 단백질은 모낭의 재생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9), 본 실험에
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모낭의 재
생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낭의 재생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keratin

associated

protein은

모발분화과정에서

keratin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단백질로서 모발의 강도나 유연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단백질로서(80),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keratin
associated protein 4-16( Krtap4-16) 발현이 감소되어 모발 분화에 억제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발 분화가 회복될 것
으로 생각된다.

Ptch2 단백질은 미분화 모낭세포에서 발현 되는데(81), 본 실험

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미분화
모낭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미분화 모낭
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Hoxc13 은 모발주기 성장기(anagen)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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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gen 전까지 모낭세포에서 케라틴의 합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82),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DNCB 군
에서 모낭세포에서 케라틴 합성이 억제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케라틴 합성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Forkhead box Q1(Foxq1)과 forkhead
box N1(Foxn1)은 Hoxc13의 taget gene으로서 모낭주기에 관여하는데(83),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Foxq1과 Foxn1발현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모낭세포에서 케라틴 합성이 억제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케라틴 합성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
되어 모근의 분화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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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lterations of hair cycle related genes in skin of DNCB-dermatitic
mice by RNA-seq analysis
Counts (average)
Gene

Control

DNCB

log2(FC)

P value

Krt71

3901.94

119.64

-5.02

0.023

Dsg4

19.11

2.50

-2.93

0.001

Msx2

82.28

4.31

-4.25

0.001

271.35

41.36

-2.71

0.001

Ptch2

21.41

2.12

-3.33

0.001

Krt14

2776.25

16858.60

2.60

0.049

Hoxc13

121.09

21.07

-2.52

0.001

Foxq1

36.42

13.08

-1.47

0.019

Foxn1

45.65

11.89

-1.94

0.002

Krtap4-16

DNCB : DNCB dermatitis,

Krt71 : keratin 71,

Dsg4 : desmoglein 4, Msx2

: msh homeobox 2, Krtap4-16 : keratin associated protein 4-16, Ptch2 :
patched 2, Krt14 : keratin 14, Hoxc13 : homeobox C13, Foxq1 : forkhead
box Q1, Foxn1 : forkhead box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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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 skin transcripts related to hair cycle in genistein treated
DNCB-dermatitic mice by RNA-seq analysis.
Counts (average)
Gene

DNCB

DNCB+G

log2(FC)

P value

Krt71

119.64

6571.75

5.77

0.001

Dsg4

2.17

34.45

3.98

0.001

Msx2

5.35

112.89

4.39

0.001

42.62

879.51

4.36

0.001

Ptch2

2.23

18.91

3.08

0.001

Krt14

16858.60

916.39

-4.20

0.001

Hoxc13

20.18

113.75

2.49

0.001

Foxq1

13.08

78.51

2.58

0.001

Foxn1

11.89

68.91

2.53

0.001

Krtap4-16

Krt71 : keratin 71,

Dsg4 : desmoglein 4, Msx2 : msh homeobox 2,

Krtap4-16 : keratin associated protein 4-16, Ptch2 : patched 2, Krt14 :
keratin 14, Hoxc13 : homeobox C13, Foxq1 : forkhead box Q1, Foxn1 :
forkhead box N1.

- 29 -

4. DNCB 피부염 생쥐의 멜라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
keratin 81(Krt81)과 keratin 87(Krt87) 은 모발을 구성하는 type II keratin
으로(84)),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Krt81과 Krt87 발현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모발성장이 억제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
어 모발 성장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Dsg4 는 모발(hair shaft)의 피질 분
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5),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모발의 피질분화에 이상이 나타나서 모
발성장이 억제될 것으로 생각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발 피질
의 분화되어 모발성장이 회복되어 된 것으로 생각된다. Hoxc13 은 모발주기
성장기(anagen) 초기부터 catagen 전까지 모낭세포에서 케라틴의 합성을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6),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
현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모발 케라틴 합성이 억제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발 케라틴 합성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Desmogleins
(Dsg)은

표피세포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intercellular

adhesion

junctions)인 desmosomes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막 단백질로서 세포의 분화조
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7),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DNCB 군에서 모낭세포의 분화에 이상이 나타날것으
로 생각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모낭세포의 분화에 의한 모발
케라틴 합성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Apcdd1 은 모발주기 초기에 Wnt
signalling을 억제하여 모낭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8),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DNCB 군에서 모낭
세포 분화에 이상이 나타나서 모발성장에 장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발 성장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되고 Table
5와 같다.
Arachidonate 12-lipoxygenase(Alox12)를 억제시키면 는 모낭의 주기에 이상
이 나타나는데(89),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DNCB 군에서 Alox12b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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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되어 DNCB 군에서 모발성장에 장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DNCB+G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모발 성장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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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ect skin transcripts related to hypotrichosis in genistein treated
DNCB-dermatitic mice by RNA-seq analysis
Counts (average)
Gene

DNCB

DNCB+G

log2(FC)

P value

Krt87

19.29

1207.09

5.96

0.001

Krt81

33.04

2643.65

6.32

0.005

Dsg4

1.03

45.23

5.44

0.001

Hoxc13

17.87

135.92

2.92

0.001

Dsg1b

48.38

4.04

-3.58

0.001

Apcdd1

9.82

48.12

2.29

0.001

Alox12b
54.93
1.25
-5.44
0.001
Krt87 : keratin 87, Krt81 : keratin 81, Dsg4 : desmoglein 4, Hoxc13 :
homeobox C13, Dsg1b : desmoglein 1 beta, Apcdd1 : adenomatosis polyposis
coli down-regulated 1, Alox12b : arachidonate 12-lipoxygenase, 12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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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lect skin transcripts related to hypotrichosis in genistein treated
DNCB-dermatitic mice by RNA-seq analysis
Counts (average)
Gene

DNCB

DNCB+G

log2(FC)

P value

Krt87

19.29

1207.09

5.96

0.001

Krt81

33.04

2643.65

6.32

0.005

45.23

5.44

0.001

135.92

2.92

0.001

4.04

-3.58

0.001

48.12

2.29

0.001

-5.44

0.001

Dsg4

1.03

Hoxc13

17.87

Dsg1b

48.38

Apcdd1
Alox12b

9.82
54.93

1.25

Krt87 : keratin 87, Krt81 : keratin 81, Dsg4 : desmoglein 4, Hoxc13 :
homeobox C13, Dsg1b : desmoglein 1 beta, Apcdd1 : adenomatosis polyposis
coli down-regulated 1, Alox12b : arachidonate 12-lipoxygenase, 12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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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결론 및 제언

제니스테인이 DNCB에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접촉성 피부염 증상에서 모발주
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육안적인 관찰에서 DNCB+G군
이 Control군에 비해 피부염 증상은 있지만 DNCB군보다 매우 호전됨을 확인
하였고, H & E 염색에서도 DNCB+G군이 DNCB군 보다 정상군인 Control군에
가까운 표피와 모낭 형태를 확인하였다.
1. 육안적인 관찰에서 DNCB+G군이 Control군에 비해 피부염 증상은 있지만
DNCB군보다 매우 호전됨을 확인하였다.
2. 조직학적 분석에서 DNCB+G군이 DNCB군 보다 정상군인 Control군에 가까
운 표피와 모낭 형태를 확인하였다.
3. DNCB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hair cycle 관련 유전자 Krt71,

Dsg4, Msx2,

Krtap4-16, Ptch2, Hoxc13, Foxq1 및 Foxn1 mRNA 량이 감소되었고,
Krt14 mRNA 량이 증가되었다.
3. DNCB+G 군에서 DNCB군에 비하여 hair cycle 관련 유전자 Krt71,

Dsg4,

Msx2, Krtap4-16, Ptch2, Hoxc13, Foxq1 및 Foxn1 mRNA 량은 증가되었
고, Krt14 mRNA 량은 감소되었다.
결론적으로 Genistein 투여는 DNCB 피부염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모발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는 피부염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발의 주기나 성장의
장해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유전자 발

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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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무사히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
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용기를 주시고 방향성을 잃어가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학업과 직
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항상 바르게 공부할 수 있
게 해주시고 나약해 질 때마다 늘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논
문을 구성해 가면서 길잡이가 되어주신 지도 교수님의 조언들이 늘 보탬이 되
었고 인내와 용기 그리고 끌고 나가는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의 지도 받는 제자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 있는
연구를 하는 제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꼼꼼한 손길로 지도 해주
신 류은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이병래 교수님과 이중헌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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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
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
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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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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