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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the glycoconjugate properties of the 
olfactory mucosa in the rat after inhalation of xylene. Sprague-Dawley male rats were inhalated 300 
ppm xylene for 5 times with 5 hours exposure. The olfactory mucosa in the nasal cavity was taken 
from the animals on 5, 10, 15, 20, and 30 days after inhalation of xylene. The properties of the glyco-
conjugates in the olfactory mucosa were investigated using 10 biotinylated lectins: (PSA, UEA I, 
PHA-L, GSL I B4, GSL I, PNA, ECL, SBA, GSL II, and sWGA). In the experimental groups, degener-
ative changes of the olfactory epithelium were observed until 20 days after inhalation of xylene. In 
the control group, the olfactory cells in the olfactory epithelium reacted with PSA, UEA I, PNA, SBA, 
and sWGA, the supporting cells reacted with PSA, PHA-L, GSL I, PNA, ECL, SBA, GSL II, and 
sWGA, and the Bowman’s glands reacted with all 10 lectins. In the experimental groups, the reactivity 
to PSA, PNA, and SBA in the olfactory cells were decreased, and the reactivity to PSA, PNA, SBA, 
and GSL II in the supporting cells were decreased. And in the Bowman’s gland, the reactivity to PSA, 
UEA I, GSL I, and sWGA were decreased. Conclusively, the olfactory mucosa was shown a lot of 
changes in the structure through degenerative process and in the properties of the glycoconjugates 
after inhalation of xyle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ugar residues of the glycoconjugates in the 
olfactory mucosa can be changed by xylene inh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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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일렌(xylene)은 상온에서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자극적

인 냄새가 나고 휘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화학적 특성을 가진

다[54]. 산업적으로는 유성 도료, 합성수지나 합성섬유의 원료, 

접착제, 인쇄용 잉크, 시너 및 농약 등의 용매로도 사용되고 

있으며[10, 53], 특히 조직학 및 병리학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매중의 하나 이다[12, 15]. 자일렌은 인체에 

흡입, 흡수 및 피부를 통하여 침투될 수 있는데 이 중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8]. 

자일렌 흡입은 코와 목 등에 자극을 일으키고 두통, 구토, 현기

증, 위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41, 48]. 자일렌은 세포 생존력을 감소시키고 DNA 손상

을 증가시킨다[1, 10, 49]. 만성적인 DNA 손상은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으며 DNA 회복기전이 되지 않을 때 발암을 

유발할 수 있다[49]. 자일렌은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화합물 

중 하나이지만 현재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어있지 않다[48, 54].

후각점막(olfactory mucosa)은 바닥막을 경계로 후각상피

와 고유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각상피의 자유면은 고유판의 

후각샘(Bowman's gland)에서 분비된 물질, 후각신경세포

(olfactory cell)의 후각섬모 그리고 지지세포(supporting cell)

의 미세융모로 이루어진 장점액섬모복합체로 구성된다. 후각

신경세포는 후각상피의 바닥에 위치하는 바닥세포(basal cell)

의 세포분열로 인하여 2개월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평생 동안 

교체되어진다[20, 21]. 후각점막은 물을 포함하여 점막의 분비

물인 점액성 당단백질, 장액성 당단백질, 단백질, 이온 및 지질 

등으로 구성된 복합당질(glycoconjugate)이 덮여 있으며[6, 

36], 공기 중의 방향제를 녹여서 후각신경세포의 섬모막에 존

재하는 수용체와의 결합에 관여하는 기능을 가진다[8, 19]. 후

각점막의 복합당질은 점막의 점성유지, 이온의 이동 및 항원

에 대한 수용체로 작용하는 중요한 물질로 보고되었으며[33], 

그 조성의 변화에 따라 분비물의 밀도, 후각섬모를 통한 수송, 

점막 부종 및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부착과 같은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14, 51]. 복합당질의 특이성은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는 올리고당류의 말단 단당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단당류를 특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렉틴(lectin)이다. 렉틴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혹은 미생물에

서 추출된 단백질 혹은 당단백질로서, 조직 속에 분포하는 여

러 가지 복합당질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렉틴은 화학적인 변형 없이 특수한 당잔기(sugar resi-

due)에 비공유적으로 결합하는 특이성을 가지므로 렉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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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을 이용하여 세포와 조직에서 분비되는 복합당질의 조성

과 미세한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2, 28, 47, 51]. 현재

까지 자일렌 흡입에 대한 후각점막의 복합당질 변화 양상에 

대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일렌이 흡입된 흰쥐 코안의 후각

점막에서 자일렌 가스의 영향으로 인한 후각상피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고, 후각점막의 복합당질 분비 양상과 자일렌 

흡입에 따른 복합당질의 조성 변화를 렉틴조직화학을 이용하

여 조사하여 후각점막에 미치는 자일렌의 세포 독성과 분비기

능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동물

실험동물로는 체중 250-300 g의 수컷 Sprague-Dawley계 흰

쥐 18마리를 사용하였고, 모든 동물은 12시간씩의 명/암 하에

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사육하였다. 모든 실험동

물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랐다(DCIAFCR-130401-2).

자일  흡입

자일렌 흡입은 Li 등[34]과 Sandikci 등[45]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공기 입구와 출구가 있는 50×50×30 cm 

크기의 밀폐상자에 3마리씩의 흰쥐를 넣고 300 ppm의 자일렌 

가스를 하루에 5시간씩 5일간 흡입시켰다. 자일렌 가스는 

37°C 의 technical xylen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대형 플라스크에 넣어 발생시켰고, 흡입펌프를 연결

하여 밀폐상자에 공급하였다. 가스의 농도는 300 ppm이 되도

록 흡입펌프의 속도를 조절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가스의 

측정은 밀폐상자의 공기 출구에서 xylene tube (143SA, 

Sensidyne, USA)와 detector tube pump (AP-20S, Sensidyn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군은 흡입 후 5, 10, 15, 20 

및 30일군으로 나누어 각 군마다 3마리씩 배당하였고, 대조군

은 자일렌을 흡입시키지 않은 흰쥐 3마리를 사용하였다.

조직 편 제작

대조군과 실험군의 흰쥐를 희생시키기 24시간 전에 25 mg/ 

kg의 5’-bromodeoxyuridine (BrdU; Sigma-Aldrich, USA)를 

배안에 주사하였다. 실험동물은 30 mg/kg의 ketamine (Keta-

lar; Yuhan Co, Seoul, Korea)으로 마취한 후 4% paraformalde-

hyde 용액으로 대동맥을 통해 관류하여 고정하였다. 그 후 

코안을 노출시키고 코사이막의 양쪽에서 후각점막 부위를 절

취하여 동일 고정액으로 후고정 하였다. 수세와 탈수과정을 

거치고 파라핀(paraplast; Oxford, St. Louis, MO, USA)에 포

매하였으며, 5 μm 두께로 연속 절편을 만든 후 hematox-

ylin-eosin (H-E)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BrdU 면역조직화학

자일렌 흡입에 대한 후각점막의 손상과 재생과정을 알아보

기 위하여 BrdU 면역조직화학을 실시하였다. 희생 24시간 전 

배안으로 주사한 BrdU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을 위하여 대조군

과 실험군의 조직절편을 탈파라핀 하고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에 세척하였다. 핵의 DNA를 변

성시키기 위하여 0.1% trypsin을 37℃에서 10분간 처리하고, 

1 N HCl을 56℃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 PBS에 세척한 후 

내인성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기 위하여 0.3% H2O2를 함

유한 PBS로 30분간 반응하였고, 비특이적인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10% normal horse serum (Vector Lab., Burlingame, 

CA, USA)으로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Anti-BrdU (Sigma- 

Aldrich,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

응시켰고, 이차항체로 biotinylated anti-mouse IgG (Vector 

Lab.,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1시간 반응하였다. PBS로 

세척한 후 ABC kit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 Vector 

Lab., USA)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PBS로 세척한 후 0.01% 

H2O2, 0.6% NiCl2와 0.02% 3,3'-diaminobenzidine (DAB; 

Sigma-Aldrich, USA)가 포함된 0.05 M tris-HCl 완충 용액 

(pH 7.4)으로 발색시켰다. PBS로 세척하고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한 후 Axiophot Photo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으로 관찰하였고, AxioCam MRc5 (Carl Zeiss, 

Germany)로 촬영하였다. 촬영한 사진들은 AxioVision SE64 

(Carl Zeiss, Germa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후각상피 1 mm 

범위에서 표지된 BrdU 면역양성세포의 수를 계측하고, 표지

된 세포의 종류와 분포 위치를 분석하였다.

틴조직화학

자일렌 흡입에 대한 후각점막 복합당질의 성분, 분포 및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렉틴조직화학을 실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조직절편을 탈파라핀 하고 PBS 용액으로 세척하였

다. 내인성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기 위하여 0.3% H2O2

를 함유한 PBS로 30분간 반응하였고, 비특이적인 반응을 억제

하기 위하여 10% normal rabbit serum (Vector Lab., USA)으

로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10가지 렉틴

(Vector Lab., USA)들의 종류, 이들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당잔기 및 특이적 저해당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렉틴

은 biotinylated 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렉틴들을 반응액에 

20-40 μ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PBS로 3차례 세척한 후 ABC kit (Vector Lab., USA)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PBS로 세척한 후 0.01% 

H2O2와 0.05% DAB (Sigma-Aldrich, USA)가 포함된 0.05 M 

tris-HCl 완충 용액(pH 7.4)으로 발색시켰다. PBS로 세척하고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한 후 Axiophot Photo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으로 관찰하였고, AxioCam MRc5 (Carl 

Zeiss, Germany)로 촬영하였다. 렉틴반응의 특이성은 각 렉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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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rbohydrate binding specificities and inhibitory sugars of lectins

Lectins
Lectin concentration

(μg/ml)
Carbohydrate binding specificity Inhibitory sugar

Pisum sativum agglutinin (PSA)

Ulex europaeus agglutinin I (UEA I)

Phaseolus vulgaris leucoagglutinin (PHA-L)

Griffonia simplicifolia lectin I isolectin B4 

  (GSL I B4)

Griffonia simplicifolia lectin I (GSL I)

Peanut agglutinin (PNA)

Erythrina cristagalli lectin (ECL)

Soybean agglutinin (SBA)

Griffonia simplicifolia lectin II (GSL II)

Succinylated Wheat germ agglutinin (sWGA)

20

20

20

40

20

20

20

20

20

40

α-D-Man>α-D-Glc

α-L-Fuc

α-D-Man & α-L-Fuc

α-L-Gal

α-L-Gal & Terminal β GalNAc

Terminal Galβ1,3GalNAc

Terminal Galβ1,4GlcNAc

Terminal α or β GalNAc

Terminal α or β GlcNAc

GlcNAc(β1,4GlcNAc)1-2

0.4M MαM

0.4M Fuc

0.4M MαM & Fuc

0.4M Gal

0.4M Gal & GalNAc

0.4M Gal

0.4M Gal

0.4M GalNAc

0.4M GlcNAc

0.01M TATC

Abbreviations : Fuc, fucose; Gal, galactose; GalNAc, N-acetyl-D-galactosamine; Glc, glucose; GlcNAc, N-acetyl-D-glucosamine; Man, 

mannose; MαM, methyl-α-mannopyranoside; TACT, N,N',N''-triacetylchitotriose; >, Automatic effect results in increasing binding.

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저해당(Table 1)을 섞은 후 48시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반응액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렉틴반응

의 강도는 동일한 렉틴을 사용하여 반응시킨 대조군과 실험군 

조직절편의 발색 강도에 따른 상대적인 반응성의 차이를 비교

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과는 -(음성), +(약한 양성), ++(중정도

의 양성) 및 +++(강한 양성)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program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대조군과 실

험군의 측정값들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으

로 분석하였고 Tukey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모든 값들은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유의수준에

서 검정하였다.

결   과

조군에서 후각 막의 조직학  구조

대조군의 후각상피는 거짓중층섬모원주상피로 되어 있었

으며, 표면층 가장 가까이에는 뭉친염색질성 핵을 가진 지지

세포가 위치하고 있었다. 지지세포의 바로 아래에는 퍼진염색

질성 핵을 가진 후각신경세포들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바닥막

에 인접하여 납작한 핵을 가진 바닥세포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다. 고유판에는 장액샘꽈리들로 구성된 후각샘이 위치하

고 있었고, 후각샘의 도관부가 상피층을 뚫고 표면층으로 노

출되어 있는 것도 관찰되었다. 후각샘의 주변에는 다수의 신

경다발들이 위치하고 있었다(Fig. 1A).

실험군에서 후각 막의 조직학  구조

실험군에서 후각상피는 지지세포와 후각신경세포의 숫적 

감소로 상피의 높이가 얇아져 있었고 표면층 세포질의 탈락은 

관찰되지 않았다. 5일군에서 가장 얇은 후각상피가 관찰되었

으며, 고유판의 높이도 대조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었다(Fig. 1B). 10일군에서는 상피세포의 수와 높이가 5일군

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었으며, 후각샘의 장액샘꽈리와 도관부

의 속공간이 넓어져 있었다(Fig. 1C). 15일군부터 20일군까지 

상피세포의 수와 높이는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후각샘의 

활성화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Fig. 1D). 30일군에서는 후

각상피와 고유판이 대조군과 비슷한 형태로 회복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E). 실험군 후각상피의 표면층 일부에

서는 염증성 세포의 침착이 관찰되었다.

조군과 실험군의 BrdU 면역조직화학 결과

자일렌 흡입에 대한 후각점막의 손상 정도와 재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BrdU 면역양성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각 무작위로 20장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AxioVision SE64 (Carl Zeiss, Germa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후각상피의 BrdU 면역양성

반응은 대부분이 바닥세포의 핵에서 관찰되었고, 일부는 분열

중인 지지세포 핵에서도 관찰되었다(Fig. 1F, Fig. 1G, Fig. 1H, 

Fig. 1I, Fig. 1J). 후각상피 1mm당 BrdU 면역양성세포는 대조

군에서 25.4±5.7개 였으며, 실험군에서는 그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5일군에서는 11.3±4.4개 였고, 10일군에서 8.6±4.5개

로 가장 적었다. 15일군에서는 14.4±7.4개로 유의한 증가를 보

였으며, 20일군에서는 19.7±6.4개로 증가하였고, 30일군에서

는 23.5±8.0개를 나타내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2).

조군의 틴조직화학 결과

대조군의 후각점막에 대한 렉틴반응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에서 후각상피의 후각신경세포는 5종류의 

렉틴인 PSA, UEA I, PNA, SBA 및 sWGA에서 양성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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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micrographs showing the degeneration and regen-

eration of the olfactory mucosa after xylene inhalation. 

A~E showing the H-E stain of the olfactory mucosa and 

F~J showing the BrdU immunohistochemistry. In control 

(A) group, the olfactory cells having dense nuclei are 

arranged in columnar shape.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olfactory epithelial cells and height is conspicuous in 

5 days (B) and 10 days (C) groups. In 20 days (D) and 

30 days (E) groups, the recovery pattern of the olfactory 

epithelium are seen. In control (F) group, most of BrdU 

labeled cells are basal cells (arrows) which are located 

just above the basement membrane. The numbers of 

BrdU labeled cells are decreased in 5 days (G) and 10 

days (H) groups and recovered in 20 days (I) and 30 

days (J) group. FB, free border; SC, supporting cell; OC, 

olfactory cell; BC, basal cell; BG, Bowman's gland; NB, 

nerve bundle. Scale bar is 100 μm in A to J.

Table 2. Quantification of the number of BrdU-immunoreactive 

cells per mm of the width in the olfactory mucosa after 

xylene inhalation

Group
Number of BrdU

labeled cells/mm

Control

 5 days after Xylene inhalation

10 days after Xylene inhalation

15 days after Xylene inhalation

20 days after Xylene inhalation

30 days after Xylene inhalation

25.4±5.7

11.3±4.4*

 8.6±4.5*

14.4±7.4*

19.7±6.4

23.5±8.0

Values are mean ± SD, n=20.

*p<0.05 as compared with control by ANOVA test.

보였으며, PSA, PNA및 SBA에서 중정도의 양성반응을 나타

내었다. 지지세포는 8종류의 렉틴인 PSA, PHA-L, GSL I, 

PNA, ECL, SBA, GSL II 및 sWGA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

으며, PSA, SBA 및 GSL II에서 중정도의 양성반응을 나타내었

다. 바닥세포는 8종류의 렉틴인 PSA, PHA-L, GSL I B4, GSL 

I, PNA, SBA, BSL II 및 sWGA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특

히 PHA-L, GSL I B4 및 GSL I에서 강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

다. 후각샘은 실험에 사용한 10종류의 렉틴 모두에서 반응성

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PSA, UEA I, SBA 및 sWGA에서 강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후각점막의 표면층인 자유면은 GSL 

I B4를 제외한 9종류의 렉틴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는데 그 

반응성은 후각샘의 분비량에 대해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Fig. 2A, Fig. 2B, Fig. 2C, Fig. 2D, Fig. 2E, Fig. 3A, Fig. 3B, 

Fig. 3C, Fig. 3D, Fig. 3E).

실험군의 틴조직화학 결과

실험군 각각의 후각점막에 대한 렉틴반응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군에서 후각상피의 후각신경세포는 PSA, 

UEA I, PNA, SBA 및 sWGA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PSA는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반응성이 감소하였다가 20일군

부터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Fig. 2F, Fig. 2K). UEA I은 

5일군부터 반응성이 중정도로 증가하였고 30일군까지 반응성

이 유지되었다(Fig. 2G, Fig. 2L). PNA는 5일군부터 15일군까

지 음성반응을 보였으며 20일군부터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

었다(Fig. 3F, Fig. 3K). SBA는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약한 양

성반응을 보였으며 20일군부터 중정도의 양성반응으로 증가

되었다(Fig. 3H, Fig. 3M). sWGA는 15일군까지 대조군 수준의 

반응성을 보이다가 20일군부터 중정도의 반응성으로 증가되

는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3J, Fig. 3O). 지지세포는 PSA, UEA 

I, PHA-L, GSL I, PNA, ECL, SBA, GSL II 및 sWGA등 9종류의 

렉틴에서 반응성이 관찰되었다. PSA (Fig. 2F, Fig. 2K), PNA 

(Fig. 3F, Fig. 3K), SBA (Fig. 3H, Fig. 3M) 및 GSL II (Fig. 

3I, Fig. 3N)의 지지세포 반응성은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반응

성이 감소되었다가 20일군부터 대조군 수준으로 반응성이 증

가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PHA-L (Fig. 2H, Fig. 2M)

과 ECL (Fig. 3G, Fig. 3L)은 5일군부터 반응성이 증가되다가 

20일군부터 반응성이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

다. 대조군에서 음성반응을 보였던 UEA I은 5일군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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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ctin histochemistry of the olfactory mucosa in control (A-E) and xylene inhalated groups (F-O). A, F and K, B, G and 

L, C, H and M, D, I and N, E, J and O are the pairs for each lectin. Scale bar is 100 μm in A to O.

군까지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Fig. 2G), GSL I은 5일군

과 10일군에서 일부 지지세포의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으

며(Fig. 2J), sWGA (Fig. 3J, Fig. 3O)는 실험군 모두의 반응성이 

대조군과 비슷하였다. 바닥세포는 9종류의 렉틴인 PSA, UEA 

I, PHA-L, GSL I B4, GSL I, PNA, SBA, GSL II 및 sWGA에서 

반응성이 관찰되었다. 대조군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인 

PHA-L (Fig. 2H, Fig. 2M), GSL I B4 (Fig. 2I, Fig. 2N) 및 GSL 

I (Fig. 2J, Fig. 2O)과 약한 양성반응을 보인 PSA (Fig. 2F, Fig. 

2K)와 sWGA (Fig. 3J, Fig. 3O)는 각각 실험군 모두에서 그 

반응성이 유지되었다. SBA (Fig. 3H, Fig. 3M)와 GSL II (Fig. 

3I, Fig. 3N)는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반응성이 감소되었다가 

20일군부터 대조군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UEA I (Fig. 2G)은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PNA 

(Fig. 3F, Fig. 3K)는 5일군과 10일군의 일부 바닥세포에서 약한 

양성반응을 보이다가 15일군부터 음성반응이 관찰되었다. 후

각샘은 10종류의 렉틴 모두에서 반응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PSA (Fig. 2F, Fig. 2K), UEA I (Fig. 2G, Fig. 2L) 및 sWGA 

(Fig. 3J, Fig. 3O)는 각각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반응성이 감소

하다가 20일군부터 대조군 수준의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다. 

반면, PHA-L (Fig. 2H, Fig. 2M)과 ECL (Fig. 3G, Fig. 3L)은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고 20일군부터 

중정도의 반응성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PNA (Fig. 3F, 

Fig. 3K)는 5일군부터 후각샘의 반응성이 강하게 증가되어 30

일군까지 유지되었고, GSL I B4 (Fig. 2I, Fig. 2N)는 20일군부

터 반응성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GSL II (Fig. 3I, Fig. 3N)는 

실험군에서 반응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GSL I (Fig. 2J, 

Fig. 2O)과 SBA (Fig. 3H, Fig. 3M)는 실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후각샘의 반응성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험군에서 후각

점막의 자유면은 10종류의 렉틴 모두에서 반응성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UEA I (Fig. 2G, Fig. 2L)과 sWGA (Fig. 3J,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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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ctin histochemistry of the olfactory mucosa in control (A-E) and xylene inhalated groups (F-O). A, F and K, B, G and 

L, C, H and M, D, I and N, E, J and O are the pairs for each lectin. Scale bar is 100 μm in A to O.

3O)는 5일군부터 반응성이 증가되어 30일군까지 유지되었으

며, PSA (Fig. 2F, Fig. 2K), PHA-L (Fig. 2H, Fig. 2M), GSL 

I B4 (Fig. 2I, Fig. 2N) 및 PNA (Fig. 3F, Fig. 3K)는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반응성이 증가되다가 20일군부터 감소되는 양상

을 보였다. SBA (Fig. 3H, Fig. 3M)는 5일군부터 15일군까지 

반응성이 감소되었고, GSL I (Fig. 2J, Fig. 2O)은 시간경과에 

따라 반응성이 서서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ECL (Fig. 3G, 

Fig. 3L)과 GSL II (Fig. 3I, Fig. 3N)는 실험군 모두에서 자유면

의 반응성이 대조군과 비슷하였다.

고   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어 일상에서 쉽게 흡입할 

수 있는 자일렌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 때문에 이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Saillenfait 등[44]은 발생중인 흰쥐에

서 태아 체중의 감소를 통한 자일렌의 발육 독성을 보고하였

고, Foy와 Schatz [17]는 흰쥐 호흡관 전체에서 점막 상피세포

의 괴사와 같은 자일렌의 세포독성을 보고하였으며, Gagnaire 

등[18]은 흰쥐와 기니아픽을 이용하여 달팽이관 털세포가 손

상되는 자일렌의 이독성(ototoxicity)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

일렌에 대한 세포와 조직의 독성은 실험동물의 허파[46], 간

[32], 림프조직[45], 고환[11] 및 콩팥[41]에서 광범위하게 보고

되었다. 최근에는 자일렌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작업장에서 

사람에 대한 역학 연구들이 있다. de Aquino 등[15]은 병리학 

실험실 종사자들에 대한 말초혈액 검사에서 DNA 손상과 세

포독성의 위험성을 보고하였고, Edokpolo 등[16]은 주유소 직

원들을 대상으로 자일렌이 포함된 대기 농도에 대한 건강 위

험 평가를 하였으며, Niaz 등[40]은 현재까지 발표된 약 130개

의 자일렌과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자일렌의 광범위한 독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에서



Table 3. Lectin-binding pattern in the olfactory mucosa after xylene inh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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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 FB, free border; OC, olfactory cell; SC, supporting cell; BC, basal cell; BG, Bowman's gland; -, negative; +, weak 

positive; ++, moderate positive, +++, strong positive; >, most m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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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보고

서[48]에 따라 자일렌의 인체노출량에 대한 노출계수가 적용

되었지만 현재까지 자일렌은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어있지 않

다[48, 54].

본 연구에서는 300 ppm의 고농도 자일렌을 하루에 5시간

씩 5일간 흡입시켜 흰쥐 코안 후각점막에 대한 형태학적 변화

를 관찰하였다. 후각점막의 후각상피는 5일군에서 상피세포

의 수와 높이가 감소되는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회복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피세포의 수와 높이가 증가되면서 

30일군에서는 대조군과 유사한 후각상피로 회복되었다. 후각

샘 또한 실험군에서는 활성화 되었다가 이후 대조군 형태로 

회복되었다. 퇴행성 변화에 대한 재생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흰쥐 희생 전 BrdU를 주사하였고, BrdU에 표지된 세포의 수

를 측정하였는데 5일군부터 15일군까지는 대조군에 비하여 

표지된 세포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지만 20일군부터 증가되

어 30일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표지된 세포의 수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농도의 자일렌 흡

입이 후각상피의 후각신경세포에 직접적인 퇴화와 재생을 유

발함을 추측할 수 있다. 고농도의 자일렌 흡입은 후각신경세

포의 축삭을 절단하거나 고농도의 독성 가스를 흡입하여 후각

상피의 퇴화와 재생을 관찰한 이전의 보고들[4, 38, 39, 43, 52]

과 그 결과가 비슷하였다.

렉틴은 1954년 Boyd와 Shapleigh [8]에 의해 최초로 식물에

서 분리된 단백질 혹은 당단백질로서 복잡한 탄수화물의 당잔

기, 당결합(sugar linkages) 또는 oligomer에 특이적으로 결합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혹은 미생물에서

도 분리되어 각 렉틴들의 결합당질 특이성과 렉틴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3, 13, 22, 23, 24, 27, 31, 37, 51]. 

현재 렉틴의 활용 범위는 암세포의 표지자[29], 항암제[35], 당

단백질 농축을 위한 biotools [26], glycan profiling [25], drug 

delivery [50] 및 neural stem cell의 detecting tools [30]로 폭넓

게 이용되고 있다. 흰쥐 후각점막의 복합당질 양상은 포름알

데히드 흡입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5, 9, 39]. 본 연구에서

는 자일렌이 흡입된 흰쥐 후각점막에 10종류의 렉틴을 이용한 

렉틴조직화학을 실시하여 후각점막에 대한 복합당질의 변화

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흰쥐 후각점막에 존재하는 세포

들과 후각샘은 각각 다른 복합당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자

일렌 흡입 후에는 일부 세포들과 후각샘의 복합당질 양상이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조군에서 후각상피의 후각신경

세포는 PSA, UEA I, PNA, SBA 및 sWGA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어 α-D-mannose, α-L-fucose, galactose-β1,3-N-acetyl- 

D-galactosamine, α/β-N-acetyl-D-galactosamine 및 β-N-ace-

tyl-D-glucosamine oligomer를 포함하는 복합당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Morgan 등[39]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자일

렌 흡입 후 α-L-fucose에 특이성을 가진 UEA I의 반응성은 

5일군부터 증가되어 30일군까지 유지된 반면, PSA, PNA, 

SBA 및 sWGA의 반응성은 흡입 후 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

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일렌 흡입이 후각신경

세포의 생리적 활성과 기능에 미세한 영향을 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후각상피의 지지세포는 다양한 렉틴에 반응한다는 

이전 연구자[9, 39]들의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에서 

지지세포는 PSA, PHA-L, GSL I, PNA, ECL, SBA, GSL II 및 

sWGA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α-D-mannose, β-N-acetyl-D- 

galactosamine, galactose-β1,3-N-acetyl-D-galactosamine, gal-

actose-β1,4-N-acetyl-D-glucosamine, α/β-N-acetyl-D-galacto-

samine, α/β-N-acetyl-D-glucosamine 및 β-N-acetyl-D-glu-

cosamine oligomer를 포함하는 복합당질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PHA-L과 ECL은 자일렌 흡입 5일군부터 반응성이 증

가되었다가 이후 감소된 반면, PSA, PNA, SBA 및 GSL II에서

는 자일렌 흡입 후 반응성이 감소되었다가 이후 회복되는 양

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일렌 흡입이 지지세포의 기

능에도 미세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α-L-fucose

에 특이성을 가진 UEA I은 대조군에서는 음성반응을 보였지

만 실험군에서는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α- 

L-fucose가 자일렌 독성에 대한 후각상피의 재생에 필요한 요

소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Barber [5]는 UEA I이 서로서로가 

둘러싸여 배열되어 있는 후각신경세포와 지지세포의 주변에

서 반응성이 나타나 α-L-fucose가 후각상피의 형태유지에 관

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바닥세포는 대조군에서 PSA, 

PHA-L, GSL I B4, GSL I, PNA, SBA, BSL II 및 sWGA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PHA-L, GSL I B4 및 GSL I에서 

강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어 α-D-mannose, α-L-fucose, α-L-gal-

actose 및 β-N-acetyl-D-galactosamine을 포함하는 복합당질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자일렌을 흡입한 실험군에서도 대

조군에 반응성을 보인 동일한 렉틴에서 그 반응성이 비슷하게 

유지되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일렌 흡입이 바닥세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대조군의 후각샘

과 후각상피의 표면층인 자유면은 실험에 사용한 10종류의 

렉틴 모두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후각샘과 자유면의 반응성

은 그 양상이 서로 비슷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후각점막의 

점액 성분속에는 후각샘이 분비한 복합당질 성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후각샘의 반응성은 PSA, UEA I, SBA 

및 sWGA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여 후각샘의 분비물 성분에 

α-D-mannose, α-L-fucose, α/β-N-acetyl-D-galactosamine 및 

β-N-acetyl-D-glucosamine oligomer를 포함하는 복합당질이 

풍부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군에서는 대부분의 렉

틴에서 후각샘의 반응성이 감소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자일렌 흡입이 후각샘의 샘세포와 도관세포에도 미세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자일렌 흡입이 흰쥐 코안 후각상피의 세포

들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후각점막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복합당질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공하였다.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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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흡입할 수 있는 주위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에 대한 후각

점막 구성세포들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복합당질의 분

비를 조절하는 기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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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자일 이 흡입된 흰쥐 후각 막에 한 조직학  연구

문용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자일렌이 흡입된 흰쥐 후각점막의 구조와 복합당질 특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여 300 ppm의 자일렌을 하루에 5시간씩 5일간 흡입시키고 30일까지 회복시켰다. 자일렌 흡입에 대한 후각

점막의 형태적 변화를 비교하였고, PSA, UEA I, PHA-L, GSL I B4, GSL I, PNA, ECL, SBA, GSL II 및 sWGA 

의 10종류 렉틴을 이용한 렉틴조직화학을 실시하여 복합당질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자일렌 흡입 후 20일까지 후

각상피는 상피세포의 수와 상피의 높이가 감소되는 퇴행성 변화를 보였다. 대조군에서 후각상피의 후각신경세포

는 PSA, UEA I, PNA, SBA 및 sWGA에서, 지지세포는 PSA, PHA-L, GSL I, PNA, ECL, SBA, GSL II 및 sWGA에

서, 그리고 후각샘은 10종류의 모든 렉틴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실험군에서 후각신경세포는 PSA, PNA 및 

SBA에서 반응성이 감소하였고, 지지세포는 PSA, PNA, SBA 및 GSL II에서 반응성이 감소하였으며, 후각샘은 

PSA, UEA I, GSL I 및 sWGA에서 그 반응성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일렌에 노출된 후각점막은 구조와 복

합당질양상이 대조군에 비하여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후각점막의 복합당질 당잔기가 자일렌 

흡입 후에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