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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흰쥐 복부 피지샘의 glycoconjugates에 미치는 향에 한 lectin 조직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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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in Histochemistry on the Effects of Smoking on Glycoconjugates of Rat Sebaceous Glands. Un 
Bock Jo* and Gil Nam Jeong. Biology Education Major,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 We studied the effects of smoking, which is one of 
indoor-environmental pollutants and related to various cancers, on glycoconjugates of rat sebaceous 
glands with the lectin histochemistr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moking on glycoconjugate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exposed to tabacco smoke for 10 minutes per day in an inhalation chamber 
for 1, 2, 3, and 5 days with active and passive exposure. For the structure of sebaceous glands we 
used PAS reaction, and for the glycoconjugates binding pattern 9 biotinylated lectins (DBA, SBA, 
PNA, BSL-1, WGA, RCA-1, UEA-1, Con A, and LCA) were used. Some remarkable changes, such as 
the decrease in the size of sebaceous glandular acini, the destruction of upper portion of sebaceous 
glands, vacuolation of central portion of sebocytes, and the immature sebaceous glandular acini were 
seen in the smoke-exposed rats. In the control rats, basal cells were stained with BSL-1, PNA and 
WGA, but the stronger reaction was founded in BSL-1 binding. Also, sebocytes were stained with 
PNA, WGA, Con A, BSL-1 and SBA, but stronger reactions were founded in PNA and Con A 
stainings. Specific changes in the lectin binding patterns were also observed in the smoke-exposed 
rats. In the basal cells of exposed rats, PNA binding increased, BSL-1 decreased but returned to con-
trol level, and WGA disappeared. Plus, immature glandular acini, which were not found in the control 
rats, were stained PNA, Con A and BSL-1, but the stronger reaction were founded in PNA and Con 
A binding. In conclusion, it was assumed that the tabacco smoke seriously effected on the structure 
and glycoconjugates metabolism of sebaceous g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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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의 

많은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배 연기는 

실내 환경 오염원으로서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경

우에도 간 흡연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향을 미치며

[24], 지속 인 흡연은 기 지염, 동맥경화, 폐암  심증

[4], 유방암[24]  구강 막 궤양[23]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

산모의 태아에도 향을 미친다[41]. 한 흡연은 구강암과 

암의 험인자로 작용하며, 서구[38]  국[10]의 은 

층에서 암이 증가하는 것은 흡연과 한 계가 있다. 

한 흡연은 흰쥐의 미각샘과 액샘[22], 그리고 기 상피, 

술잔세포  기 샘[21]의 형태에 심 한 향을 미친다.

피지샘의 피지세포는 squalenes, wax ester, cholesterol 

ester를 함유하는 피지(sebum lipids)를 분비함으로써[42] 지

질층을 형성하여 유해화학약품, UV, 미생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33], Vitamin E를 분비하여 산화손상[35]을 막고 

palmitoleic acid [39]  defensin, cationic protein을 분비

[26], histone H2A와 H2B, 다른 cationic protein 등을 분비하

여[5] 항박테리아 기능을 한다. 한 피지세포는 국소 내분비

세포의 기능과 glycoconjugates를 함유하고 있다[43].

상피세포의 표면이나 내강면에 분포하는 glycoconjugates

는 분비가 왕성한 세포나 미분화 세포 내에 축 되어 있고

[18], 특히 세포표면의 glycoconjugates는 음세포작용, 분화, 

종양형성, 호르몬과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수용기, 특이  면

역반응의 간매체로서 작용하며[25]), 성장[14], 수정[31], 분

화[34], 세포 부착능[30], 세포인식능[1], 창상 치유[40] 등에 

여한다.

각종 독성물질이 동물체내에 들어왔을 때 내  환경인자

로 작용하는 glycoconjugates의 macromolecules에 한 국

재 특성의 변화는 prelectin법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최

근에는 glycoconjugates의 당잔기의 변화를 규명하기 해 

lectin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Lectin은 동물, 식물  미생

물에서 발견되며 화학 인 변형없이 특수한 탄수화물잔기에 

비공유 으로 결합하는 당단백질로[3], glycoconjugates를 

단하는 비환원 치에 있는 단당류 잔기에 일어나는 조그마

한 변화에 따라 lectin의 결합양상이 달라지므로 그 성질을 

이용하여 독성물질과 glycoconjugates와의 상호 련성을 인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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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ctins used for identifying carbohydrate residues

Lectin Origin
Major sugar 
specification

Common name
Concentration

(μg/ml)
Binding
inhibitor

DBA
Dolichos 
biflorus

α-N-acetyl-D-
galactosamine

Dolichos biflorus agglutinin 10
α-N-acetyl-D-
galactosamine

SBA
Glycine
max

α/β-N-acetyl-D-
galactosamine

Soybean agglutinin 10
α/β-N-acetyl-D-
galactosamine

PNA
Arachis
hypogaea

Galactose-β-1,3-N-
acetyl-D-galactosamine

Peanut agglutinin 10 Lactose

BSL-1
Bandeiraea
simplicifolia

α-D-galactose Bandeiraea simplicifolia lectin-1 10 Lactose

RCA-1
Ricinus
communis

β-D-galactose Ricinus communis agglutinin-1  5 Lactose

WGA
Triticum
vulgaris

β-N-acetyl-D-glucosamine
N-acetyl-neuraminic acid 

Wheat germ agglutinin  5
β-N-acetyl-D-glucosamine
N-acetyl-neuraminic acid 

UEA-1
Ulex
europaeus

α-L-fucose Ulex europaeus agglutinin-1 10 α-L-fucose

LCA
Lens
culinaris

α-D-mannose
α-D-glucose

Lens culinaris agglutinin  3 α-D-methyl-mannose

Con A
Canavalia
ensifomis

α-D-mannose
α-D-glucose

Concanavalin A  2 α-D-methyl-mannose

흡연이 glycoconjugates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보

면 흡연은 흰쥐  미각샘과 액샘[22] 그리고 기 상피, 술

잔세포  기 샘 glycoconjugates [21]에 심 한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흡연이 생체 내 장기에 미치는 형태  향과 glyco-

conjugates에 미치는 향으로 보아 피부 보호의 요 기능

을 담당하는 피지샘의 형태와 glycoconjugates 사에 어떤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한 연구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의 사실을 기 로 하여 담배연기가 피부

에 스트 스를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담배연기가 피지샘

에 미치는 형태  향과 피부기능에 요한 인자인 피지샘 

glycoconjugates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재료  방법

실험 동물의 사육  처치

실험동물은 자유 식법으로 사육한 체  200～250 g의 

성숙한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 27마리를 조군과 실

험군으로 나 어 사용하 다. 조군은 수컷 흰쥐 3마리를 

상면의 4부 에 공기구멍이 뚫린 60×30×30 cm 상자 속에 10

분간 방치한 후 사용하 다. 직 흡연군은 조군과 동일한 

크기의 상자에 긴 을 부착하여 이 을 통해 88 Light 담배

(개피 당 tar 7.7 mg, nicotine 0.65 mg 함유)를 1개피의 체 

길이 8.5 cm가 4 cm가 되도록 3개피를 연소시킨 연기를 통

과시켜 상자 내에 주입하며 10분간 방치하 다. 간 흡연군

은 조군과 동일한 크기의 상자에 흰쥐 3마리를 넣고 88 

Light 담배 1개피의 체 길이 8.5 cm가 4 cm가 되도록 3개

피를 고무펌 를 이용하여 흰쥐와 분리하여 연소시킨 뒤 연

기를 통과시켜 10분간 방치하 다. 직 흡연과 간 흡연은 1

일군, 2일군, 3일군  5일군으로 나 어 담배를 폭로시키고 

각 군에는 수컷을 3마리씩 배정하 다.

조직학  구조

조군과 실험군의 흰쥐를 ether로 마취시켜 등쪽 피부를 

취하여 10% 성 formalin 용액에 24시간 고정하 다. 수세

와 각  alcohol에 탈수과정을 거쳐 paraplast (융  56oC)에 

포매하 으며 포매된 조직을 5～6 μm의 두께로 연속 편을 

만든 후 피지샘의 조직학  구조를 hematoxylin-eosin (H-E) 

염색과 periodic acid Schiff (PAS) 반응법으로 찰하 다.

Glycoconjugates의 조직 화학

조군과 실험군의 피부 피지샘 glycoconjugates의 당잔

기를 검색하기 해 탈 라핀한 조직을 3% methanolic hy-

drogen peroxide에 실온에서 30분간 처리하고, PBS 

(phosphate buffer saline, 0.01 M, pH 7.4)용액으로 10분간 3

회 세척한 후 비특이성 반응을 없애기 하여 1% bovine se-

rum albumin (BAS)용액에 실온에서 30분간 두었다가 압지

로 부드럽게 용액을 제거한 후 4oC의 습실에서 9종류의 bio-

tinylated lectin (Vector Lab., Burlingame, CA, USA)  

DBA, SBA, PNA, BSL-1, WGA  UAE-1은 Hepes buffer 

(10 mM Hepes, pH 7.5, 0.15 M NaCl, 0.1 mM Ca2+, 0.04% 

sodium azide), LCA와 Con A는 상기 Hepes buffer에 0.01 

mM의 Mn2+이 첨가된 용액에 RCA-1은 phosphate buffer 

(10 mM phosphate buffer, pH 7.5, 0.15 M NaCl, 0.08%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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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ctin binding patterns of the rat skin sebaceous glands with active and passive exposure to tobacco smoke

Lectins
Glandular
cells

CG
Active smoking Passive smoking

1 day 2 days 3 days 5 days 1 day 2 days 3 days 5 days

DBA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BA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NA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SL-1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CA-1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egrees of staining: +++++, very intense; ++++, intense; +++, moderate; ++, weak; +, trace; -, absent

Abbreviations: CG, control group; BC, basal cells; BSC, basal sebaceous cells; USC, upper sebaceous cells; DC, duct cells; IMG, 
immature sebaceous glands.

dium azide)에 Table 1과 같은 농도로 희석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로 세척한 후 ABC kit (avidin-bio-

tin-peroxidase complex, Vetor Lab.)시약에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PBS로 세척한 후 TB (Tris buffer, 0.05 M, 

pH 7.6)에 0.02% 3,3’-diaminobenzidinetetrahydrochloride 

(Sigma)와 0.01% H2O2를 혼합한 용액에 실온에서 약 10분간 

발색시켰다. TB와 PBS에 각각 10분간 세척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Mayer'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한 후 poly-

mount (polyscience, USA)로 입하 다.

Lectin의 반응정도는 반응이 없는 경우는 0, 흔 인 반

응은 ±, 약한 반응은 +, 등도의 반응은 ++, 강한 반응은 

+++, 매우 강한 반응은 ++++로 나 어 표시하 다. 

결   과

조군  흡연군 피지샘의 조직학  소견

조군의 복부피부 피지샘은 단분지꽈리샘으로 진피속에 

얇은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인 수개의 둥근 샘꽈리로 구성되

고 짧은 도 은 모낭의 털주머니에 개구하고 있었다.

피지샘꽈리는 기 세포와 피지세포로 구성되고 기 세포

는 작은 편평 는 입방세포로 기 막 에 놓여있고 피지세

포는 피지샘꽈리 속 공간에 벌집모양의 여러 층의 상피세포 

구성되고 기 부에서 샘꽈리의 앙부로 향해 갈수록 핵도 

세포질도 둥 게 되고 지방소 이 증가되면서 성숙세포가 

되며, 앙상부로 가면서 핵은 농축과 핵붕괴 상이 나타나

고 큰 지방 방울이 축 되어 있었다. PAS 염색에 피지세포의 

세포질을 담홍색으로 염색되었다. 미성숙 피지샘꽈리들은 

찰되지 않았다(Fig. 1A).

흡연군은 직, 간 흡연에 계없이 흡연 1일군부터 피지샘

꽈리의 크기가 감소되었으며 흡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지

샘 꽈리의 상부가 괴되고 피지샘꽈리의 기 부와 앙부 

사이에서 세포질의 공포화도 찰되었으며 피지세포의 크기 

 피지샘꽈리의 크기도 작아졌다. 조군에 찰되지 않던 

미성숙 피지샘꽈리들이 많이 찰되었다(Figs. 1B and 1C).

조군  흡연군 피지샘의 glycoconjugates에 한 

lectin의 결합 양상

조군  흡연군 피지샘의 glycoconjugates에 한 l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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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S reaction in the rat sebaceous glands. ×400. In 

the control group (1A), PAS stainability of seba-

ceous glands exhibited trace to weak red coloring. 

However, during active and passive smoking for 1 

day (1B and 1C), the size and the overall cell sur-

face of the sebaceous glands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respec-

tively.

  

Fig. 2. PNA binding patterns of the rat sebaceous glands. 

×400. In the control group (2A), the sebocytes were 

moderate to intense brown with PNA. In passive 

smoking group for 1day (2B), the staining intensity of 

sebocytes was decreased when compared with the con-

trol group. In active smoking group for 2 days (2C), 

the staining intensity was strikingly decreased.

의 결합 양상은 Table 2  3과 같다.

조군의 피지샘의 기 세포는 BSL-1에 등도 반응을, 

PNA  WGA에 미약반응을 나타내었으나 그 외 lectin들에

는 반응이 없었다.

피지샘꽈리 앙 부 피지세포는 PNA (Fig. 2A)  Con 

A (Fig. 3A)에 등도 내지 강한 반응을, BSL-1에 등도 반

응을, SBA (Fig. 4A)  WGA에 약한 반응 내지 등도 반응

을 나타내었으나 그 외 lectin들에 해 반응이 없었다. 피지

샘꽈리 앙상부 피지세포는 PNA  Con A는 등도 내지 

강한 반응을, WGA에 약한 반응 내지 등도 반응을, SBA 

 BSL-1 (Fig. 5A)은 반응이 없거나 미약한 반응을 나타내었

고 그 외 lectin들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도 세포는 Con A에 약한 반응을, PNA는 약간의 세포에

서 등도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부분세포는 반응이 없었

고 그 외 lectin들에서도 반응이 없었다.

흡연군의 피지샘꽈리 기 세포 PNA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직 흡연 1일  2일군과 간 흡연 1일, 2일 

 5일군에 많이 증가했으며 BSL-1은 흡연 1일, 2일군에서 

감소했다가 흡연 3일, 5일군에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찰되지 않았던 SBA가 직 흡연 3일  5일군, 간

  

Fig. 3. Con A binding pattern of the rat sebaceous glands. 

×400. In the control group (3A), the sebocytes were 

moderate brown with Con A. In passive smoking 

group for 1 day (3B), the staining intensity of sebo-

cytes was similar to the control group. In active smok-

ing group for 5 days (3C), the staining intensity of se-

bocytes in the basal portion of sebaceous glands was 

increased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4. SBA binding pattern of the sebaceous glands. ×400. In 

the control group (4A), the sebocytes were trace to weak 

brown with SBA. In active smoking group for 5 days 

(4B), the staining intensity of sebocytes was notably de-

creased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In passive 

smoking group for 3 days (4C), the staining intensity 

of basal sebocytes of sebaceous glands were similar to 

those in active smoking group for 5 days (4B), but the 

staining of sebocytes in the upper portion of sebaceous 

glands was diminished.

  

Fig. 5. BSL-1 binding pattern of the sebaceous glands. ×400. 

In control group (5A), the sebocytes were trace to 

weak brown with BSL-1. In active smoking group for 

1 day (5B), the staining intensity of sebocytes was 

diminished. In passive smoking group for 5 days (5C), 

the staining intensity of sebocytes was similar to those 

in active smoking group for 1 day (5B).

흡연 3일군에 반응이 나타났다. 조군에 반응이 없던 Con 

A는 직 흡연 1일군부터 등도내지 강한 반응을, 간 흡연 

1일군부터는 약한 반응내지 등도 반응을 나타내어 많이 증

가되었고, WGA는 모든 흡연군에서 반응이 소실되었다.

흡연군의 피지샘꽈리 앙 부 피지세포는 PNA (F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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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ctin binding patterns of the rat skin sebaceous glands with active and passive exposure to tobacco smoke

Lectins
Glandular
cells

CG
Active smoking Passive smoking

1 day 2 days 3 days 5 days 1 day 2 days 3 days 5 days

WGA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EA-1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CA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 A

BC
BSC
USC

DC
IM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egrees of staining and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he Table 2.

2B and 2C)는 흡연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흡

연 5일군에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BSL-1도 흡연군

에서 많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Figs. 5B and 5C) 

Con A는 직 흡연군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간

흡연군에서 별 변화가 없었다. WGA는 흡연군 모두 소실

되었다. SBA는 흡연군 1일  2일군에서 반응이 없어졌다가 

3일  5일군(Fig. 4B)에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흡연군의 피지샘꽈리 앙상부 피지세포는 SBA는 반응이 

소실되었으며(Fig. 4C), PNA는 흡연 1일, 2일  3일군에서 

소실되었다. 흡연 5일군에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WGA와 BSL-1은 반응이 소실되었으나 Con A는 직 흡연군

에서 다소 증가되었으나(Fig. 3C) 간 흡연군에서는 큰 변화

가 없었다(Fig. 3B).

조군의 Con A에 반응이 나타나는 도 세포도 큰 변화

가 없었다. 조군에 찰되지 않았으나 흡연군에 나타나는 

미성숙 피지샘꽈리세포는 PNA에 등도 반응을, Con A는 

등도 내지 강한 반응을, BSL-1에는 반응이 없거나 미약한 

반응 내지 약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고   찰

피지샘의 샘꽈리는 기 세포와 피지세포로 구성되고 피지

세포는 큰 지방방울이 축 되고 기 세포의 분열에 의해 만

들어지며 도  가까이의 피지세포로 이행하면 핵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는 Chung [7]의 보고처럼 본 연구의 조군 

피지샘의 샘꽈리는 기 세포와 피지세포로 되어 있고 피지

세포는 큰 지방방울을 함유하고 핵이 앙에 치하며 샘꽈

리 앙상부 피지세포에서 도 으로 이행하면서는 핵의 퇴

행성 변화가 찰되었다.

Dioxin을 mutant hr/hr 생쥐의 피부에 국소 으로 처리

하면 처리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지샘에 향을 받아 

괴되고 소실되며[29] 한 dioxin은 사람과 hrg 생쥐의 피

부에 염소성 여드름(chloroacne)을 포함한 넓은 범 에 걸쳐 

이상증후를 유발시키며[15] 생체 내에서 피지샘의 변화와 표

피성 각질화를 일으킨다[28].

Han [16]은 실험 으로 흰쥐의 설 막에 담배 성분인 nic-

otine을 1%, 25%, 50%  100% 농도로 도포시키면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농도에서 막상피과립층에 각질성 자양 

과립이 증가하고 각질층이 두터워지며 각질층 세포에서 공

포들이 나타나며 유극층 세포에 장세사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 다. 흡연군의 에서 장액샘꽈리의 축, 장

액세포의 공포변성, 액샘꽈리의 샘공동의 확장, 액세포

의 융합, 액세포의 세포막 괴, 액세포 공포변성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22] 흡연군의 기 에서 기 상피의 공포변

성세포, 섬모 소실, 배상세포의 감소, 미성숙 배상세포의 증

가, 기 샘 액샘꽈리와 미성숙 샘꽈리의 증식이 찰된다

고 하 다[21].

본 연구에서도 정상 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흰쥐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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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샘의 크기 감소, 피지샘세포의 공포화, 피지샘세포의 

괴 는 소실  미성숙 피지샘꽈리등이 찰되는 것으로 보

아 Panteleyev 등[29]의 dioxin  의 여러 장기에서 담배

연기 독성에 한 보고처럼 담배연기도 피지샘에 독성물질

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의 lectin을 이용한 glycoconjugates에 한 연구로는 

사람의 피부[27], 출생 후의 흰쥐 피부[17]  신생 흰쥐

(newborn rat) 표피[2] 등이 있으나 피지샘 glycoconjugates에 

한 연구로 Iwamoto 등[19]의 빈모증 WBN/Ila-H 흰쥐의 피

지샘에 한 연구밖에 없다. WBN/Ila-H 흰쥐의 등쪽 피부 

피지샘세포는 Con A, HPA, UEA-1는 등도, DBA, PNA, 

SBA는 약한 반응을 보이며 DBA, SBA, UEA-1  WGA는 거

의 상피세포 표면에만 반응하고 Con A, HPA  PNA는 상피

세포 표면과 세포질에 반응을 한다고 하 다[19].

본 연구의 조군 피지샘 기 세포는 BSL-1, PNA  

WGA에만 반응하고 BSL-1의 반응이 더 강하며, 피지세포는 

PNA, WGA, Con A, BSL-1  SBA에만 반응하고 PNA  

Con A의 반응이 더 강하며 그 이외 lectin에는 반응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의 연구와 공통으로 사용된 lectin  DBA  

UEA-1 반응과는 차이는 있었으나 SBA, PNA, Con A  

WGA 반응은 거의 유사하며 이와 같은 차이는 종간의 차이

라고 사료된다.

Syrian hamster에 몸을 고정하여 연속  스트 스를 가하

면 장의 테스토스테론 수 (testosterone level)이 히 

감소되고 피부의 테스토스테론 양도 히 감소되어 피지

샘의 지질생성이 히 감소하는데 이것은 심리  생리  

스트 스가 신경 내분비계(neuroendocrine system)에 변화

를 유도시켜 피부기능에 향을 미치고[37], 고환 제와 안

드로겐 처치된 동물에 한 실험에서도 피지샘의 지방 생성

과 피부의 요기능이 주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보아[11,12] 피지샘 glycoconjugates는에도 담배 연기

가 독성물질이나 스트 스로 작용하여 어떤 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되나 이에 한 연구가 없다. 

Glycoconjugates의 화학  다양성은 세포의 기능, 조성, 

구조, 물리화학  변형  세포인지 등에 따라 glycoform의 

변이성이 심하며, 이러한 glycoconjugates의 당특이성은 lec-

tin으로 인지가 가능하다[13,32]. Lectin은 glycoconjugates 말

단의 비환원 치에 있는 단당류 잔기에 특이 으로 결합하

여 탄수화물 사슬의 구조에 향을 받으므로 탄수화물 분자

에 조그만 변화라도 일어나면 lectin 결합 양상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세포분열, T-suppressor cell의 활성화, 세포

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변형 등 생물학  기능을 알아내는

데 lectin이 표지로 이용된다[9]. 한 질환에 따라 세포의 활

성도  기능소실에 의한 세포막에서의 lectin 반응의 변화를 

통해 형태  변화가 나타나기 에 오는 기능  변화를 추측

할 수 있어 lectin 반응의 차이는 임상 으로 매우 요한 의

미를 갖는다[8,36].

흡연이 glycoconjugates에 미치는 향을 보면, 흡연군에서 

 미각샘의 SBA, RCA-1  Con A의 반응이 조군에 비해 

증가하나 PNA, BSL-1  WGA 반응은 감소하고, 액샘 분비

물은 조군에 비해 DBA, UEA-1의 반응이 히 증가하고 

SBA와 WGA 반응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며, 미성숙세포도 

PNA, Con A에 등도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 으며[22], 흡연

군의 기  술잔세포, 액세포의 DBA, PNA 반응이 조군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RCA-1, Con A 반응은 간 흡연군에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나 UEA-1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며, 기 샘 

액샘꽈리의 RCA-1, WGA  Con A 반응은 간 흡연군에

서 조군에 비해 많이 증가한다고 하 다[21]. 

Choi [6]는 세포에서 당배합체로서의 변화는 종양성 변화를 

뜻한다고 하 으며 사람의 타액선 액유표피성 암종

(mucoepidermoid carcinoma)에서 상피성 종양세포는 WGA, 

PNA  UEA-1를, 간형세포는 DBA와 Con A를, 그리고 

액세포는 WGA와 UEA-1를 함유하고 있어 암종을 구성하는 

세포에 따라 복합당질에 차이가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흡연군의 피지샘 기 세포의 PNA는 증가되

었으나 BSL-1는 감소되었다가 회복되는 경향을, WGA는 소

실되었다. 피지세포의 Con A는 증가하 으나 PNA, BSL-1, 

WGA  SBA는 감소 는 소실되었다. 조군에 찰되지 

않던 흡연군의 미성숙 샘꽈리 PNA, Con A  BSL-1이 반응

하 으며 PNA  Con A의 반응이 더 하고 미성숙 피지

샘꽈리세포는 PNA에 등도 반응을, Con A에 등도 내지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흡연군의 피지샘에서의 복합당질의 양태변화  피지세포

와 미성숙 피지샘꽈리에서의 변화는 Lee [22]의 미각샘의 변

화와 일치하 으며 그 외 보고와 차이가 있는 것은 Choi [6]

의 보고처럼 구성하는 세포의 차이이며, 흡연군에서 당에 따

라 증가 는 감소가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담배연기 독성에 한 glycoconjugates의 생체 방어기 에 

의한 것이며 정상 조군에서 찰되지 않던 미성숙 피지샘

이 나타나고 PNA, Con A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괴된 피지샘세포의 수복에 이들 glycoconjugates가 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실내 환경 오염원으로 각종 암 발병과 련이 있는 흡연

이 피부 피지샘의 glycoconjugates에 미치는 향을 lectin 조

직화학으로 연구하 다.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에 1일 

1회 10분간 1일군, 2일군, 3일군  5일군으로 나 어 직·간

 흡연 방법으로 폭로시켜 피지샘 형태는 PAS 염색, 피지샘

의 glycoconjugates 양상을 9종의 biotinylated lectin (DBA, 

SBA, PNA, BSL-1, WGA, RCA-1, UEA-1, Con A  LCA)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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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하 다. 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는 피지샘꽈리의 

크기 감소, 피지샘꽈리 상부의 괴, 앙부 피지세포의 공포

화  미성숙 피지샘꽈리가 찰되었다. 조군에서 피지샘 

glycoconjugates에는 염색성에 차이가 있으나 기 세포는 

BSL-1, PNA  WGA에만 반응하고 BSL-1의 반응이 더 강하

며, 피지세포는 PNA, WGA, Con A, BSL-1  SBA에만 반응

하고 PNA  Con A의 반응이 더 강했다. 흡연군의 틴 반

응에서 특이 인 변화가 찰되었다. 흡연군의 피지샘 기

세포의 PNA 반응은 증가되었고, BSL-1는 감소되었다가 회

복되었으며, WGA는 소실되었다. 피지세포의 Con A는 증가

하 으나 PNA, BSL-1, WGA  SBA는 감소 는 소실되었

다. 조군에 찰되지 않던 흡연군의 미성숙 샘꽈리 PNA, 

Con A  BSL-1이 반응하 으며 PNA  Con A의 반응이 

더 하 다. 결론 으로 흡연은 피지샘의 형태  glyco-

conjugates 사에 심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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