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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피부는 인체에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장벽기능의 역할을 하며, 끊임없는 세포분열과 분화를 통해 

새로운 표피(skin keratinocyte)를 만들어 신체 내부의 체

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Kim and Jung, 2012). 그 

중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피세포는 자가포식 및 세포면역

반응을 통하여 이러한 외부자극을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on et al., 2013).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fine parti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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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ulate matter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of less than 2.5 µM (PM2.5) is one of the major environmental pollutants.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an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in PM2.5, has been utilized for the manufacturing of 
polyvinyl chloride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final product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cotoxicological effect 
of DEHP on the viability of skin keratinocytes (HaCaT). DEHP induced apoptotic cell death mediated by phosphorylation of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through th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terestingly, we 
found that DEHP induces the phosphorylation of the nuclear factor-kappa B responsible for the expression of cleaved 
caspase-3 as an executional cell death protease in HaCaT cell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DEHP in PM2.5

induces the apoptotic death of human keratinocytes via ROS-mediated signaling events.

Key words : Di(2-ethylhexyl) phthalate,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Skin keratinocyte, Nuclear factor-kappa B, 
Reactive oxygen species



250 박정배 김지윤 성정희 김용웅 이세중

matter) 내에는 다양한 방향족 물질, 중금속, 환경 호르몬

(enviromental hormones)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벤

조피렌[benzo(a)pyrene], 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등은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피부를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 인체에 축적

되어 암을 유발하거나, 아토피, 염증반응 등 유해한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ristia et al., 2019).
한편, 프탈레이트는 PVC 플라스틱제품 제조 시 가소

제로 흔히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PVC
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기 및 대기, 
식품, 기타 물질로 침출되거나 이동할 수 있다(Bizon et 
al., 2009). 특히 대기 중으로 이동한 프탈레이트가 미세

먼지와 결합하여 생물체의 피부를 통해 유입되면 피하

지방층(panniculum)에 농축되어 내분비계 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er Cheminals, EDCs)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강조되고 있다(Cole et al., 
2011).

최근에 생식독성 측면에서 프탈레이트의 작용기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Park et al., 2002) 미세

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프탈레이트가 피부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환경

오염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질환에 대한 우

려로 다양한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화장품이 증가

하는 추세지만 이러한 제품의 문제점은 대부분 피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클렌징 제품이며 실

제 피부손상 및 피부질환 유도기작은 아직 규명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세먼지에 다량 존재하는 프탈

레이트가 피부상피세포의 손상에 미치는 작용기작 및 그 

신호전달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di (2-ethylhexyl) phthalate 
(DEHP)는 Sigma 사(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와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은 GE Healthcare Life Sciences (Morningside, 
Queensland, Australia)에서 구입하였으며, JNK, phospho 

-JNK, ERK, phospho-ERK, p38 MAPK, phospho-p38 
MAPK, NF-κBp65, phospho-NF-κBp65, caspase-3 
및 β-actin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Paso 
Robles, C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약

은 순도가 높은 (순도 99% 이상) 등급을 구입하였다.

2.2. 세포 배양

인간유래 피부각질세포(skin keratinocyte, HaCaT)
는 미국 세포주은행(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으며, 
DMEM 배지에 10%의 FBS, 100 U/ml의 penicillin 및 

100 μg/ml의 streptomycin을 혼합한 후 37℃와 5%의 

CO2 조건의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3. 세포생존율 측정

프탈레이트가 피부상피세포에 미치는 독성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 EZ-CYTOX (DoGen Bio, Seoul, Korea)
를 사용하였다. 세포를 96-well flat bottom plates에 분

주하고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10 μl의 EZ-CYTOX를 

각 well에 첨가하였다. 1시간 동안 CO2 세포배양기에서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Tecan, Seestrasse, 
männedorf, Switzerland) 장치를 이용하여 450 nm 파
장에서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4. 세포 내 활성산소량 측정

세포 내 활성산소량은 2', 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CM-H2DCFD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피부

상피세포에 프탈레이트를 처리한 후, 10 mM의 CM 
-H2DCFDA를 30분 동안 처리하고 어두운 곳에서 배양

하였다. 세포 내 활성산소량을 정량하기 위해 fluorescent 
microplate reader (Tecan, Seestrasse,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95 ~ 530 nm의 파장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Olympus 
FluoView 300 confocal microscope, Tokyo, Japan)을 

이용해 100배 배율로 세포 내 발생되는 활성산소량을 관

찰하였다. 

2.5. Western blot 분석

Western blot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피부상피세포에 

프탈레이트를 처리하고, PBS로 1회 세척한 후 세포 단

백질을 추출하였다. 세포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억제제

가 포함된 RIPA lysis buffer [20 mM HEPES, pH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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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mM NaCl, 1% IGEPAL CA-630, 0.1% Sodium 
Dodecyl Sulfate (SDS), 0.5% sodium deoxycholate]
에서 추출되었고,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확인

하였다. 정량된 단백질들을 0.1%의 SDS가 포함된 10%
의 polyacrylamide gel에 105 V, 30 mA에서 3시간 

동안 전기영동기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고, 이를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에 transfer 시킨 후, 5%의 탈지분유가 함유

된 TBS-Tween 용액(50 mM Tris base, 137 mM 
NaCl, 0.1% Tween-20)으로 25°C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켰다. 3,000배 희석된 primary antibody와 함께 4℃에

서 1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TBS-Tween 용액으로 세척

하고 10,000배 희석된 secondary antibody를 2시간 동

안 25°C에서 처리하였다. 각 단백질의 발현은 Bio-rad 
Chemi Doc™ XRS+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해 확인하였고, Scion imaging 소프트웨어

(Scion Image Beta 4.02, Frederick, MD, USA)를 사

용하여 단백질 발현 결과를 상대 강도값으로 계산하였다.

2.6.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 오차(S.E.)로 나타냈다. 통계적 유의적 차이는 

GraphPad (Prism 6, GraphPad Software, CA, USA)
를 이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P-values < 0.05의 값들을 유의

적인 결과로 고려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프탈레이트가 피부상피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가 피부상피

세포(HaCaT cell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 (WST)와 mitochondrial 
dehydrogenase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세포생존율의 지

표인 formazan의 양을 측정하는 EZ-CYTOX 실험을 진

행하였다(Kim et al., 2013).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프탈레이트를 농도별로 24시간 동안 피부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500 μM
에서 51%, 1000 μM에서 44% 만큼 유의적으로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00 μM의 프탈레이트를 24

시간과 48시간동안 처리하였을 때, 52%와 31%만큼 세

포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B). 최근 

프탈레이트와 동일한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한 종류인 

bisphenol A의 경우, 피부상피세포에서 세포독성을 유

도하여 세포사멸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on 
et al., 2018).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미세먼지 속 

환경호르몬은 피부상피세포 손상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

음을 시사한다.

3.2. 피부상피세포 활성산소종 생성에 있어서 프탈레이

트가 미치는 영향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과산화수소(H2O2) 및 활성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발생을 통해 세포

의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Sidorkiewicz 
et al., 2017).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μM의 

프탈레이트에 의해 유도된 피부상피세포의 활성산소종

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세포 내 활성산소 발생 수

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30분째 36%만큼 유의적 수준

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의 결과

는 세포 내 활성산소를 CM-H2DCFDA로 염색하여 형

광현미경 사진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Fig. 2B). 최근 

문헌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bisphenol A가 활성산소

종의 발생을 유도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보

고되었다(Zhao et al., 2016; Zhang et al., 2017). 따라

서 이와 같은 결과는 미세먼지에 존재하는 내분비계 교

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 세포 내 활성산소종 발생을 통하

여 피부상피세포 손상의 신호전달기작을 유도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3.3. 프탈레이트에 의한 피부상피세포 MAPKs의 활성 

변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PAKs)의 한 

종류인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는 

일반적으로 활성산소종의 대표적인 세포 내 하위신호전

달인자로서 활성산소종으로 인한 ERK의 활성화는 세포

사멸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Bastola et 
al., 2017).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μM의 프탈

레이트를 피부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ERK단백질의 

인산화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시간째 유의적으로 

가장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g. 3B와 

Fig. 3C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μM의 프탈레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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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JNK와 p38 MAPK 단
백질 인산화 수준은 대조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프탈

레이트가 선택적으로 ERK 단백질 인산화를 통해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3.4. 프탈레이트에 의한 NF-κB의 활성 변화

ERK의 대표적인 하위신호전달자인 nuclear factor 
kappa B (NF-κB)는 세포 핵 내의 세포사멸과 관련된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7).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μM의 프탈

레이트를 피부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NF-κB 단백

질의 인산화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1시간째 유의적

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F-κB는 세포의 증

식, 분화, 염증반응 및 세포사멸 등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

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체계의 중심

이며, 대부분의 세포에 있어서 NF-κB는 IκB라는 

inhibitory protein이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NF-κB가 활성화되면 IκB와 분리되어 핵막을 통과하여 

핵 내로 이동한 후 세포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mRNA의 

생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Baeuerle and Henkel, 
1994).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프탈레이트가 NF-κB
의 인산화 및 핵내로의 이동을 유도하여 세포사멸에 관

련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1. DEHP induces apoptosis in HaCaT cells. (A) Dose 
responses of cell viability in HaCaT cells treated 
with 100, 500, and 1000 μM of DEHP for 24 h 
are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0 μM. (B) Time responses of cell 
viability in HaCaT cells treated with 500 μM of 
DEHP are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0 h.

Fig. 2. DEHP induces apoptosis via ROS production. (A) 
Time responses of ROS production in cells treated 
with DEHP are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0 min. (B) ROS 
production (green) was visualized by confocal 
microscopy. Scale bars represent 100 μm 
(magnification, ×100). n = 3. RFU, relative 
fluoresc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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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ulatory effect of DEHP on MAPKs activation. 
(A) Time responses of phosphorylation of ERK in 
cells treated with DEHP are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P < 0.01 versus 0 min. 
(B) Time responses of phosphorylation of JNK in 
cells treated with DEHP are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C) Time responses of 
phosphorylation of p38 MAPK in cells treated 
with DEHP are shown. Data represent the means 
± S.E. n = 3. ROD, relative optical density. 

Fig. 4. DEHP induces NF-κB-dependent apoptosis. Time 
responses of phosphorylation of NF-κB in cells 
treated with DEHP are shown. Phosphorylation of 
NF-κB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Data 
represent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0 min. ROD, relative optical density.

3.5. 피부상피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caspase-3의 활

성에 있어서 프탈레이트가 미치는 영향

Caspase-3는 세포사멸의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정상 세포에서는 proenzyme 
형태로 존재하지만 세포사멸 유도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

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세포 내에 존재하는 많은 표

적 단백질의 분해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Fan et al., 
2005; Wier et al., 2015).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μM의 프탈레이트를 피부상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12시간에서부터 24시간까지 cleaved caspase-3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피부상피세포가 미세먼지의 프

탈레이트에 노출되면 caspase-3 활성이 유도되면서 세

포사멸이 유도되어 피부세포손상이 유발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프탈레이트는 피부

상피세포에서 세포 내 활성산소종을 생성하고, ERK 및 

NF-κB의 인산화를 통해 caspase-3의 활성을 조절하여 

피부세포손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피

부상피세포에서 프탈레이트가 유도하는 세포사멸 신호

전달 기전을 밝히기 위해 프탈레이트의 수용체 작용기전

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며, 피부손상

에 있어서 프탈레이트의 유해 메커니즘을 억제할 수 있

는 제어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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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HP stimulates apoptosis of HaCaT cells via 
activation of caspase-3. Time responses of 
expression of cleaved caspase-3 in cell treated 
with DEHP for 0 - 24 h were confirmed by 
western blot. Data represent means ± S.E. n = 3. 
*P < 0.05 versus 0 h. ROD, relative optical 
density.

4. 결 론

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는 미세먼지 

내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중 하나이며,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시 가소제로 흔히 사용되는 물질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탈레이트가 피부상피

세포에서의 세포사멸에 미치는 세포수준의 신호전달기

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프탈레이트는 세포 내 활성산

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통해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중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의 인산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프탈레

이트는 피부상피세포에서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 
-kappa B의 인산화를 통해 세포사멸의 유발인자 중 하

나인 caspase-3의 활성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해보면, 미세먼지의 프탈레이트는 피부상피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의 생산을 통해 피부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여 

피부세포손상을 일으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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