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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10 노출에 의한 Hairless Mouse 피부에서 IL-1β와 IL-6의 발현

김민경1·김정희2,
*

1원광대학교 대학원 뷰티디자인학부, 대학원생 
2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뷰티디자인학부, 교수

PM 10 Exposure Induced IL-1β and IL-6 Expression in Hairless Mouse Skin

Min Kyung Kim1 and Jeong-hee Kim2,
*

1Graduate Student, Dept. of Beauty Design,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Wonkwang University

More recently, air pollution is acknowledged as an immense risk factor for developing serious health issues, and particulate matter

(PM10) are a common air pollutant. To evaluate the biological mechanisms of PM10 on skin damage. PM10 was applied to mouse skin

at 10 µg/mL for 7 day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at PM10-induced inflammation on hairless mouse skin by immunohistochemistry

and western blot. As a result,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demonstrated that the IL-1β and IL-6 expression levels were increased after

PM10 treatment. Moreover, the analysis of western blot suggested that PM10 treatment increased the expression levels of pro-

inflammatory cytokines IL-1β (**P<0.01) and IL-6 (**P<0.05). In conclusion, our findings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athophysiological mechanisms of PM10 to the skin and can be used as a therapeutic strategy to control inflammatory skin diseases

caused by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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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기 중의 PM 10(particulate matter 10 m)은 지름이 1000분

의 10 mm 보다 작은 먼지로 대기 중의 황산화물(SOX), 질소산

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암모니아(NH3) 등이 특

정 조건에 반응하여 2차로 생성되는 물질이다(KOSIS, 2018).

최근 피부 노화의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

질과 자외선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 인자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고 각종 염증 물질을 유발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

시킴으로써 피부 노화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Krutmann et

al., 2014). 특히, 미세먼지는 민감성 피부에 피부염, 자극, 소양

감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건강한 피부도 피부에 처음 접촉했을

경우는 피부장벽의 보호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노출이 증가할수록 피부가 민감성 피부로 변화되어 가려움이

느껴지고, 자극이 심해지면서 피부 염증이 유발 된다(Chang,

1997). 따라서 미세먼지는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보다는 장기간

에 걸쳐 반복, 누적됨으로써 만성적으로 질환 및 체질변화 등

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Lee et al., 2019).

PM10을 HaCaT 세포와 HS68 세포에 노출시켰을 때 세포독

성을 확인하였으며(Ahn & Kim, 2019),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

유래 각질형성세포와 피부섬유아세포에서 IL-1β, IL-6, IL-8 등

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증가 및 IL-6, IL-8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Fermández, 2018; Park et

al., 2018; Piao et al., 2018). 이 외 연구에서 피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어 아토

피성 피부염, 여드름, 색소침착, 건선 등의 피부질환 발생이 증

가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Huss et al., 2006; Kim, 2016;

Kim et al., 2013).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 피부 내로 침투하여 알레르기 반응, 염증 발생, 색소침착

및 피부 노화를 직접 유발한다.

PM 10에 의해 발생되는 피부 손상기전에 관한 연구는 In

vitro 측면의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In vivo 측면의 연구

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airless 마우스 피부에

PM10을 노출한 후 IL-1β와 IL-6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immunohistochemistry(IHC)와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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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결과는 In vivo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피부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면역이상반응, 염증 유발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제조

PM10은 미국국립표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승인한 미세먼지 표준물질(Urban dust,

Sigma Aldrich, St. Louis, USA)을 구입하였고(Table 1),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PM10을 propylene glycol에 녹여 50 g/mL 농

도로 만들었다.

2. 실험동물

6주령의 SKH-1 마우스 암컷 8마리를 구입하였다(Orient Bio,

Seongnam, Korea). Hairless 마우스 8마리를 일정한 온도 및 습

도의 사육사에서 7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마우

스는 대조군을 포함하여 무작위로 2개의 군(각각 N=4)으로 할

당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조건은 온도 22±2oC, 습도는 50±

10%, 조명 12시간 명암으로 유지해 주었다. 동물실험은 원광학

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사전심의(승인번호: WKU20-85)를 거쳐

실행하였다. Control 군은 무처치군이며, PM 10을 처치는

hairless 마우스 등 피부 1 cm2 부위에 PM10을 10 µL씩 매일 1

회 1주 동안 도포하였다(Table 2).

3. Immunohistochemistry(IHC)

사이토카인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의 등 피부

를 채취하여 immunohistochemistry를 실시하였다. 마우스 등

피부 조직을 4% para- formadehyde를 이용하여 4oC에서 24시

간 동안 고정한 후에 1차 항체 IL-1β(Abcam, USA), IL-6

(Abcam, USA)를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차 항체에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PBS에 3회 세척하고 Vector Elite

ABC kit(Vector Laboratories, USA)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실

온에서 반응시켰다.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을 사용하여 발색시킨 후 유리 슬라이드에 옮겨 염색이

끝난 조직 표본 슬라이드를 광학현미경(Nikon, Tokyo, Japan)

을 사용하여 400배율로 촬영하였다. 영상 결과의 판독은 기관

내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피부과 전문의 3인이 5단계로 구분하

여 판독하였다. 판독기준은 Kim et al.(1998)의 연구를 참고하

여 염색 강도와 상대적인 염색정도(relative abundance)에 기초

하여 정하였다. Control을 0등급(Negative)으로 기준하여, 염색

강도 5~25%를 1등급(Week), 26~50%는 2등급(Mild), 51~75%

는 3등급(Moderate), 76~100%는 4등급(Strong)으로 판독하였

다(Table 3).

4. Western blot

채취한 마우스의 등 피부를 액화 질소를 사용하여 미세분말

까지 균질화한 후 lysis buffer [2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1 nM Na2EDTA 1 mM EGTA, 1% NP-40, 1%

sodium deoxycholate, 2.5 mM sodium pyrophosphate, 1 mM β-

glycerophosphate, 1 mM Na3VO4, 1 μg/ml leupeptin]에 혼합하

여 용해하였다. 이를 얼음에 30분간 둔 후 12,000 rpm, 4oC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수확된 단

백질은 bovine serum albumin(BSA; Sigma-Aldrich, Saint Louis,

USA)의 표준 곡선을 통해 단백질량을 보정하여 western blot

시료로 사용하였다. Sample을 12% SDS-PAGE를 이용해 전기

영동하고 이를 membrane으로 이전시킨 후, 4% skim milk에서

방치하였다. 단백질이 이전된 membrane을 β-actin(1:5,000,

Bioworld, Dublin, USA), IL-1β(1:1,000, Abcam, Cambridge,

UK), IL-6(1:1,000, Abcam, Cambridge, UK)에 대한 1차 항체를

4o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TBST로 세척하였다. 이어 2

차 항체(α-rabbit, 1:1,000, Abcam, Cambridge, UK)를 1시간 동

Table 1. Particulate matter (PM10) elements

Element Certified value (mg)

Arsenic 7.1

Cadmium 0.9

Lead 113.0

Nickel 58.0

Table 2. Treatment of experimental animals

Experimental 

group
Tested substance

Number of 

animals

Control Normal without PM10 4

PM10
Daily exporsure with PM10 

for 7 days 
4

Table 3. Grading system for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Grade
Staining 

intensity

Percentage of 

positive stained
Score 

0 Negative 0 0

1 Week 5~25 1

2 Mild 26~50 2

3 Moderate 51~75 3

4 Strong 76~1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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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반응시킨 후 TBST로 세척하였다. 이후 Membrane에 ECL

kit(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USA)를 이용하여 필름에

옮겨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

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4.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데이

터의 기술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값을 구하였다. 결과

의 비교 분석을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Hireless 마우스 등 피부에 PM10을 일주일간 지속하여 노출

시킨 후 pro-inflammatory cytokine IL-1β와 IL-6의 발현을 IHC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ure 1). 피부과 전문의 3인이 영상

을 판독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ontrol(Negative)을 기준으

로 염색강도를 판독한 결과, PM10 처치 후 IL-1β 발현 증가에

대한 score 평균은 4.00±0.00으로 4등급(strong)으로 나타났고,

IL-6 발현 증가에 대한 score 평균은 3.33±0.57로 3등급

(Moderate)로 나타났다.

IL-1β에 대한 western blot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Hairless

마우스 등 피부에 일주일간 PM10을 처치하였을 때 IL-1β의 발

현이 증가하였다(**P<0.01). 미세먼지에 의해 유발된 IL-1β의

발현을 western blot에 의해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각질형성세

포에 PM10을 처리하였을 때 IL-1β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Choi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미세먼지는 피부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키

며, 그중에서도 IL-1β는 pro-inflammatory cytokine으로 염증성

질병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손상된 피부장벽 내로 미세먼지가

Table 4. The grade of IL-1β and IL-6 expression by experts 

Score

Expert 1 Expert 2 Expert 3 Mean±SD Grade

IL-1β
CTR 0 0 0 0.00±0.00 0

PM10 4 4 4 4.00±0.00 4

IL-6
CTR 0 0 0 0.00±0.00 0

PM10 4 3 3 3.33±0.57 3

CTR : Control

PM : Treatment of PM10

Figure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IL-1β and IL-6 expression in hairless mouse skin (×400).
a) IL-1β expression b) IL-6 expression
PM10 : Treatment of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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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면 IL-1β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피부 노화, 건선, 아토피

성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한다(Kang et al., 2014). 

Hairless 마우스 등 피부에 PM10을 도포하고 IL-6의 발현 정

도를 western blot을 통해 측정한 결과 IL-6의 발현이 증가

(*P<0.05) 되었다. IL-6는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일종으로

피부를 비롯한 다수의 세포에서 분비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

능은 면역계, 대사와 신경계를 조절하고 여러 가지 자가면역질

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아토피피부염, 건선 환자의 피부에서

IL-6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점 등은 염증 반응 유발에 IL-6가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IL-6는 피부 면역과 염증 유

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같은 외

부 유해물질이 피부에 침투했을 때 IL-6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

은 PM10의 피부노출에 의해 염증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Hairless

mouse 등 피부에 PM10을 일주일간 노출한 후 pro-inflam-

matory cytokine IL-1β와 IL-6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사이토카인 IL-1β와 IL-6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HC

를 실시 한 결과, Control(Negative)을 기준으로 PM10 처치 후

IL-1β와 IL-6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

문가 영상 판독 결과는 PM10 노출에 대한 IL-1β 발현이 증가

에 대하여 4등급(strong)이었고, IL-6 발현 증가는 3등급

(Moderate) 이었다. IL-1β에 대한 western blot 결과에서도

Hairless 마우스 등 피부에 일주일간 PM10을 처치하였을 때

IL-1β의 발현이 증가하였고(**P<0.01). 이는 in vitro 측면에서의

각질형성세포에 PM10을 처리하였을 때 IL-1β의 발현이 증가

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PM10 노출 후 Hairless 마우스

등 피부에 IL-6의 발현 또한 증가하였다(*P<0.05). 

손상된 피부장벽 내로 미세먼지가 침투하면 IL-1β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피부 노화,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되며, IL-6 또한 아토피피부염, 건선 환자의 피부에

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의 피부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in vivo 측면에서, 미세먼지의 노출

이 피부면역에 영향을 미치며 염증을 유발하는 작용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미세먼지가 노출되어 발생하

Figure 2. PM10-induced IL-1β expression. Data are presented by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Data
were analyzed bu paired t-test. Levels of significance are indicated as ** for p<0.01. CTR : Control, PM10 : Treatment of PM10.

Figure 3. PM10-induced IL-6 expression. Data are presented by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Data

were analyzed bu paired t-test. Levels of significance are indicated as * for p<0.05. CTR : Control, PM10 : Treatment of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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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레르기 반응, 염증 반응 등의 피부 손상을 억제하기 위한

효능 원료의 발굴 및 항오염 화장품의 개발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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