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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레티노인산이 배양 각질형성세포의 

교소체 구성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 

 

 
 레티노인산(retinoic acid: RA)은 비타민 A의 유도체로서 각질형성세포의 증식

과 분화 조절, 피지선의 크기 감소, 면역 조절 및 항염증 기능이 있으므로 여드

름, 건선 등의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종종 레티노인산의 국소 도

포로 인해 홍반이나 각질층 박리등의 자극성피부염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소 도포시 나타나는 이러한 부작용은 레티노인산이 각질형성세포에 다

양한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의 분비를 유발시키기 때문 뿐만 아니라, 교소체

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소체는 상피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주요 부착구조로서 각질형성세

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칼슘에 의해 그 구성단백의 발현이 조절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레티노인산 투여가 각질형성세포의 교소체 구성단백 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저칼슘 농도와 고칼슘 농도에서 각질형성세포

에 각각 10-6M의 레티노인산을 처리하고 3일과 5일 동안 배양한 다음 교소체 

구성 단백인 Desmoglein 1(Dsg 1), Desmoglein 3(Dsg 3), plakoglobin, desmoplakin 등



2 

의 mRNA와 단백 발현을 역전사 효소중합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과 면역 블롯팅(immunoblotting) 을 측정해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10-6M 레티노인산을 첨가한 경우 저칼슘 농도와 고칼슘 농도에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 모두에서 Dsg 1, Dsg 3 와 desmoplakin의 mRNA 및 단백 발

현의 감소가 뚜렷이 관찰된 반면,  plakoglobin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본 실험을 통해서, 배양 각질형성세포에 레티노인산을 투여함으로써 교소체 

구성단백의 발현 감소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백 발현단계뿐만 

아니라, mRNA수준의 전사단계에서도 현저히 감소함이 관찰되었고, 접착판을 구

성하는 plakoglobin이나 desmoplakin보다는 코어를 구성하는 cadherin 가족 단백

인 desmoglein에서 더 뚜렷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소체 구

성 단백의 발현 감소가 레티노인산에 의한 각질층 박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

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레티노인산, 교소체, desmoglein, desmoplakin, plak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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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노인산이 배양 각질형성세포의 

 교소체 구성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김 수 찬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주 영 

 

 

I. 서   론 

 

레티노인산(retinoic acid: RA)은 생체내 활성형태의 레티노이드로서 각질형성세

포의 증식과 분화 조절,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억제, 피지선의 크기 감소, 면역 

조절 및 항염증 기능 등이 있어 여드름, 건선 등의 피부질환 치료제로서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1-6, 피부암, T세포 림프종 등의 악성 종양 치료에도 사용된다

7-10. 그러나, 종종 레티노인산의 국소도포로 인해 홍반이나 각질층 박리 등의 염

증반응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제로서 이용시 제한이 있다

11-14. 이러한 부작용은 레티노인산 투여 후 각질형성세포에서 생산되는 사이토카

인에 의한 염증반응 이외에도 세포간의 부착을 유지하는 교소체의 발현에 대한 

영향도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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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소체는 상피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여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키는 주요 부

착 구조물로서 이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은 코어(core)를 구성하는 desmoglein과 

desmocollin이 있으며, 접착판(plaque)을 구성하는 단백으로는 plakin 가족단백에 

속하는 desmoplakin과 Armadillo 대유전자 가족단백에 속하는 plakoglobin 및  

plakophilin 등이 있다15,16. 교소체의 기능는 세포와 세포를 접착시켜줄 뿐만 아니

라 접착판 부분은 중간경 필라멘트와 연결되어 있어 조직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세포의 이동과 증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

라서 교소체는 한번 생성되어 변화하지 않는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표피세포가 

분화하고 이동함에 따라 판과 코어가 조립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역동적인 구

조라 여겨진다17.  

각질형성세포의 증식과 분화의 조절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칼슘과 레

티노인산, 비타민 D등이 있으며 레티노인산은 배양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를 억

제시키는 동시에 교소체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3. 현재까지 

칼슘이나 레티노이드가 각질형성세포 분화와 케라틴 단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교소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하며 특히 교소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 단백에 대한 mRNA 및 단백발현 단계

에서의 비교연구는 미비하다.  

연구자는 레티노인산의 국소도포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피부취약성이  

레티노인산이 각질형성세포의 교소체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각질형성세포간의 

부착의 소실을 유도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레티노인산이 교소

체의 코어와 접착판을 이루는 구성단백 중 어느 단백을 주로 억제하는지를  

mRNA와 단백 발현 단계에서 측정하고 억제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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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저칼슘과 고칼슘으로 칼슘농도를 각각 달리하여 배양한 각질형성세포군

에 레티노인산을 처리한 후, 교소체의 코어 구성 단백인 desmoglein 1, desmoglein 

3와 접착판 구성 단백인 desmoplakin과 plakoglobin의 mRNA, 단백 발현 양상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과 면역 블롯팅(immunoblotting)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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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각질형성세포는 정상 신생아의 포피(foreskin)에서 얻은 각

질형성세포를 이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각질형성세포 배양 

  정상 신생아의 포피를 1.2 unit/ml dispase(Behringer Manheim, Manheim, 

Germany)용액에 4°C에서 밤새 담근 후 진피로부터 표피를 분리하고 표피를 

0.05% trypsin-EDTA 용액에 넣고 부유액을 만든 후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이 포함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Gibco 

BRL)에 넣고 1회 세척하여 trypsin의 작용을 중화시켰다. 세포배양액은 epidermal 

growth factor(100ng/ml), bovine pituitary extract(70μg/ml), hydrocortisone(0.5μg/ml), 

insulin(5μg/ml) 등을 함유한 keratinocyte growth media(KGM; Clonetics,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였다. KGM의 칼슘농도는 0.06mM로 조정하였다. 배양은 37°

C, 5% CO2 배양기에서 25cm2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다. 

 저칼슘 배양을 위해서는 칼슘농도 0.06mM의 KGM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고칼슘 배양을 위해서는 KGM에 0.3M 칼슘용액을 적당량 첨가하여 칼슘농도가 

1.8mM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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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의 레티노인산 처리 

 각질형성세포가 배양 플라스크 면적의 80%정도를 차지하면, 저칼슘(0.06mM)

과 고칼슘(1.8mM)농도의 KGM에 10-6M 레티노인산(all-trans retinoic acid ; Sigma, 

St. Louise, MO, USA)을 각각 첨가하여 3일과 5일 동안 배양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레티노인산은 99.9% 에탄올에 녹여 10-3M 농도로 만들어 직사광선을 차단하

고 -20°C에 보관하였다가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가)  RNA 분리 및 정량 

 RNA 분리는 Trizol reagent(Gibco, BRL)를 이용한 acid guanidium thiocyanate-

phenol chloroform extraction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약술하면 25cm2 플라스크에 배

양한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Trizol reagent 500μl를 첨가하여 cell scraper(Costar, 

Cambridge, MA,USA)로 긁어 낸 다음 추출액을 1.5ml microtube에 옮겨 12,000rpm

으로 10분간 원심분리시켰다. 상층액을 분리하여 실온에서 5분간 둔 후 

chloroform 100μl과 혼합하여 다시 상온에서 5분간 두었다. 12,000 rpm 으로 15분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분리하여 500μl isoprophyl alcohol을 첨가하고 실온에

서 5-10분간 놓아둔 다음 12,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

하고 75% ethanol 을 1ml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12,000rpm 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실온에서 건조시키고 diethelpyrocarbonate (DEPC) treated 

water를 100μl 첨가하여  RNA를 분리시켰다. 55-60℃ water bath에 넣어서 10분

간 가열하고 분리된 RNA는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정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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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garose gel 에서 18S와 28S band를 확인하였다. 

 

(나) 역전사 ( Reverse transcription) 

 흡광도에 근거한 total RNA 1μg에 RNA PCR Kit Ver 2.1(TaKaRa, Shiga, Japan)

을 이용하여 역전사 반응을 시행하였다. 약술하면 10X RNA PCR buffer, 25mM 

MgCl2, 10mM dNTP mixture, 40units/㎕ RNase inhibitor, 2.5pmol/μl Oligo-dT primer, 

5units/μl reverse transcriptase를 각각 최종반응농도 1X RNA PCR buffer 5mM MgCl2, 

1mM dNTP mixture, 1 units/㎕ RNase inhibitor, 0.125mM Oligo-dT primer, 0.25units/μl 

reverse transcriptase가 되도록 조절하고  RNase free dH2O을 이용해 최종량을 통일

한 다음, 42℃ 45분,  99℃ 5분, 4℃ 5분의 온도 순환 조건으로 진행시켜 불안정

한 상태의 RNA로부터 안정한 형태의 cDNA로 역전사 시켰다.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은 2.5mM MgCl2, 1X RNA PCR buffer, 0.2μM upstream primer, 

0.2μM down stream primer, 2.5units Taq polymerase(TaKaRa)를 이용하여 1st strand 

cDNA 를 1㎕ 씩 취하여 전체 부피가 50㎕가 되도록 반응액을 조성하여 95℃ 

에서 최소 5분간 1회 변성을 시킨 후, 95℃에서 30초, 55℃에서 30초, 72℃에서 1

분 30초간 33회 반응시켰다. internal control로서는 GAPDH 유전자를 35회 증폭 

시켰다. 사용한 primer들의 염기 서열은 표 1 과 같다. 증폭된 cDNA는 2% 

Nusieve 3:1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분리시킨 후 ethidium bromide 염색하여 

band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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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된 교소체 구성단백 유전자의 primer  

염기서열  

 

Primer Sequences (5’ to 3’) 

Desmoglein 1 
sense 

antisense 

 
TCAAGTTCGCAGCAGCCTGT 
TGTTCGGTTCATCTGCGCTCA 

Desmoglein 3 
sense 

antisense 

 
ACCGAATCTCTGGAGTGGGAA 

GCACCACTCACAACCAGACGAT 

Desmoplakin 
sense 

antisense 

 
GTCGAGAATTGGATGAGTGT 
CTCTGACAAGTGTAGCCTCC 

Plakoglobin 
sense 

antisense 

 
TCCTCCTCTCTAGAACCTCC 

CCAAAGACACAAGAAGAAGG 

GAPDH 
sense 

antisense 

 
CATCTTCCAGGAGCGAGACC 
GTGGATGCAGGGATGATGTT 

 

 

(2) 면역 블롯팅 (Immunoblotting) 

    배양세포가 융합을 보이면 배양세포를 수확하여 추출액을 만들었다. 약

술하면, 5% 2-mercaptoethanol과 2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Sigma 

chemical Co.)가 함유된 1.5% SDS-0.0625M Tris-HCL buffer(PH 6.3)에 배양세포를 

넣고 얼음위에서 초음파 처리(4x15sec)하여 균질화시킨 후 5분간 끓이고 15,000g

로 30분간 원심분리시켰으며, 상층액을 분주하여 -70°C에 보관한 후 필요시 사

용하였다.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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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ford 방법으로 정량한 후 동량의 단백을 SDS와 β-mercaptoethanol이 포함된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끓이고 6-10% polyacrylamide gel에서 전

기영동한 후 nitrocellulose paper (Millipore, Bedford, MA, USA)로 이전시켰다. 블롯

팅된 nitrocellulose paper를 5% skim milk in TBS(PH 8.0)로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 

시킨 후 일차항체를 4℃에서 24시간동안 반응시켰다. 항 desmoplakin I/II 항체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는 1:100으로, 항 desmoglein 1과 

desmoglein 3 항체(Progen Biotechnik, Heidelberg, Germany)는 원액으로, 항 

plakoglobin 항체(Santa Cruz Biotechnology)는 1:100으로 희석시켜 사용하였으며 세

척한후 이차항체를 이용하여 반응시킨후 다시 세척을 반복하였다. 사용한 이차 

항체는 desmoplakin과 desmoglein 1, 3에 대해서는 0.5% Tween 20 in TBS로 1:100 

희석시킨 peroxidase conjugated anti-human IgG(r-chain specific) mouse antiserum 

(DAKO, Copenhagen, Denmark)을 사용하였으며, plakoglobin에 대해서는 0.5% 

Tween 20 in TBS로 1:100 희석시킨 peroxidase conjugated anti-human IgG(r-chain 

specific)  goat antiserum (DAKO)을 사용하였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각 처치 사이마다 0.5% Tween 20 (Sigma Chemical Co.)을 함유한 TBS로 15분

씩 3회 세척하였다. 발색 반응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  시약 (ECL ; 

Amersham,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이용하여 x-ray 필름(Amersham)에 감광시

켰고 optical density(O.D.)는 quality one quantification software (Bio-Ra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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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레티노인산 투여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의 교소체 구성단백 mRNA발현 

결과 

 

가. 10-6 M 레티노인산(RA)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

된 desmoglein 1(Dsg 1) mRNA를 역전사 중합효소반응으로 측정한 결과 저

농도(0.06mM)와 고농도(1.8mM)의 칼슘 배양액으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

군 모두에서 레티노인산 처리 후 Dsg 1의 mRNA 발현이 배양 3일 후부

터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5일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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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

현된 desmoglein 1 (Dsg 1) mRNA 측정 결과. 저농도(0.06mM)와 고농도

(1.8mM)의 칼슘 배양액으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군 모두에서 레티노인

산 처리 후 Dsg 1의 mRNA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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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6 M 레티노인산(RA)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

된 desmoglein 3(Dsg 3) mRNA를 역전사 중합효소반응으로 측정한 결과 레

티노인산 처리 3일 후에는 저농도 및 고농도 칼슘배양 각질형성세포군 

모두에서 Dsg 3 mRNA의 발현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

었으나, 5일 후에는 Dsg 3 mRNA의 발현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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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desmoglein 3 (Dsg 3) mRNA 측정 결과.  레티노인산 처리 5일 후에 Dsg 3 mRNA

의 발현이 저농도 및 고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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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6 M 레티노인산(RA)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desmoplakin(DP) mRNA 측정 결과 저농도와 고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

포군 모두에서 레티노인산 처리 3일과 5일후 DP mRNA 발현이 감소되었

으며 저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 배양 5일후의 발현 감소가 현

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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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desmoplakin (DP) mRNA 측정 결과. 저농도와 고농도 칼슘 배양 각

질형성세포군 모두에서 레티노인산 처리 3일과 5일후 DP mRNA 발현이 

감소되었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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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6 M 레티노인산(RA)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plakoglobin(PG) mRNA 측정 결과 저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는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PG mRNA가 오히려 모두 증가하였으나, 

고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는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PG mRNA 발현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정도는 5일 후에 더 현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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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plakoglobin (PG) mRNA 측정 결과. 저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는 레

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PG mRNA가 오히려 모두 증가하였으나, 고농도 칼

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는 PG mRNA 발현이 감소되었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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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티노인산 투여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의 교소체 구성단백의 면역 블롯

팅 결과 

   

  가.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desmoglein 1 (Dsg 1) 단백 발현 결과 저농도와 고농도의 칼슘 배양액에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 모두에서 Dsg 1이 레티노인산 처리 3일과 5일 후 감

소되었으며 고농도 칼슘 배양액에서 레티노인산 처리 5일째 감소가 더욱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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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

된 desmoglein 1 (Dsg 1) 측정 결과. 저농도와 고농도의 칼슘 배양액에서 배양

한 각질형성세포 모두에서 Dsg 1이 레티노인산 처리 3일과 5일 후 감소되었

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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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6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desmoglein 3 (Dsg 3) 단백 발현 결과 저농도 및 고농도의 칼슘 배양액으

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 모두에서 Dsg 3 단백 발현의 감소가 관찰 되었

으며, 고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 Dsg 3 단백 발현이 더욱 뚜

렷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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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desmoglein 3 (Dsg 3) 측정 결과. 저농도 및 고농도의 칼슘 배양액

으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 모두에서 Dsg 3 단백 발현의 감소가 관찰 되

었으며, 이는 고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 더 현저하였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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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6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desmoplakin(DP) 단백 발현 결과 저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

는 레티노인산 처리 3일 후에 DP 단백 발현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5

일 후에는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였으나, 고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

포군에서는 레티노인산 처리 3일, 5일 후 모두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뚜

렷이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레티노인산 처리 5일 후 더 현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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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

된 desmoplakin (DP) 측정 결과. 저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는 레

티노인산 처리 후 DP 단백 발현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였으나, 고농도 칼슘 배양군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뚜렷이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배양 5일 후 더 현저하였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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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6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plakoglobin (PG) 단백 발현 결과 저농도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는 레

티노인산 처리 3일 후엔 PG 단백 발현이 약간 감소되었으나 5일 후엔 

다시 약간 증가되었고 고농도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에서는 레티노인산 

처리 3일, 5일 후 모두에서 PG 단백 발현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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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0-6 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된 plakoglobin (PG) 측정 결과.  저농도 배양세포군에서는 레티노인산 

처리 3일 후엔 PG 단백 발현이 약간 감소되었으나 5일 후엔 다시 약간 

증가함이 관찰 되었고 고농도 배양세포군에서는 레티노인산 처리 3일, 5일 

후 모두에서 PG 단백 발현이 약간 감소되었다. (N : media only, RA : 10-6 M 

레티노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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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와 그 천연 또는 합성 유도체를 총칭하는 말로서, 

천연 레티노이드와 방향환 수에 따라 제 1,2,3세대 합성 레티노이드로 분류되며, 

레티노이드의 생체내 활성형태를 레티노인산이라 한다24. 레티노인산은 각질형

성 세포의 증식과 분화 조절 뿐 아니라,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억제, 피지선 크

기의 감소, 면역 조절 및 항염증 기능이 있어 여드름, 건선 등의 피부질환 치료

제로서 널리 사용된다1-6. 또한, 피부암, T 세포 림프종 등의 악성 종양 치료에도 

사용되며7-10, 자외선 조사로 생성된 콜라겐 분해 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

1(MMP-1)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광노화의 치료제로서 사용되기도 

한다25. 그러나 레티노인산의 국소도포시 홍반, 인설 및 자극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제로서 사용시 제한이 되고 있다11-14. 이러한 부작

용은 레티노인산의 국소도포로 인해 각질형성세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사이토

카인이나 케모카인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레티노인산

의 국소 혹은 전신 투여시 나타날 수 있는 각질층 해리, 피부취약성 등의 부작

용은 교소체 발현 억제 등의 작용이 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소체는 상피세포의 세포와 세포를 부착시켜 정상적인 표피의 구조를 유

지시키며 세포의 이동과 증식, 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소체의 

구조는 전자현미경적 구조상 세포질 내 접착판(plaque)과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

의 코어(core)로 구성된다. 접착판의 구성 단백은 세포질내에 존재하는 케라틴 

필라멘트와 교소체를 연결시키는 물질로서 plakin 가족 단백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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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moplakin I(DP I)과 desmoplakin II(DP II)가 있으며 Armadillo 대유전자 가족

(Armadillo supergene family)에 속하는 plakoglobin(PG)과 plakophilin 등이 있다15,16. 

세포와 세포사이의 코어에 있는 막통과 단백은 cadherin 가족에 속하는 당단백

으로서 desmoglein(Dsg)과 desmocollin(Dsc)이 있는데 각각 3형의 동질형이 존재

한다29,30. 특히 Dsg 3은 심상성 천포창 환자의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이며 Dsg1은 

낙엽상 천포창 환자의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으로서 천포창 발생기전에서 극세

포 해리증을 유발하게 하는 표적 단백으로 각질형성세포의 세포간 부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sg와 Dsc의 각각의 동질형들은 조직과 분화도에 따라 분

포가 다르다. 즉, 단순 상피에는 Dsg 2와 Dsc 2만이 존재하며 중층편평상피에는 

모든 동질형이 존재하나, Dsg의 동질형은 각질형성세포의 분화에 따라 각각 다

르게 표현된다31. 배양 각질형성세포에서는 단층 배양시 Dsg 1과 Dsg 3만 표현되

고 Dsg 2는 표현되지 않지만 중층으로 배양되면 Dsg3는 감소하고 Dsg1은 증가

된다32,17. 

DP은 교소체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접착판의 구성성분으로 세포막과 세

포골격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plakin 가족에 속하는 단백으로 카르복실 말단

부는 중간경 필라멘트와 연결되며, 아미노 말단부는 PG과 연결된다33,34. PG은 γ-

catenin으로서 세포간 부착 구조인 adherens junction과 교소체 모두에서 접착판에 

존재하면서 cadherin과 DP, 세포 골격을 연결시켜 주는 단백으로 Drosophilia 

segment polarity를 갖는 Armadillo 대유전자 가족 중의 하나로 접착판의 구성단백

일 뿐 아니라, 신호 전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한다35,36.  

교소체는 한번 생성되면 변화하지 않는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표피세포가 

분화하고 이동함에 따라 판과 코어가 조립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역동적인 구



23 

조라 생각되고 있으며17, 이때 칼슘과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이드가 교소체 

구성단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어 표피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18-23. 즉, 저농도의 칼슘 배양액에서는 각

질형성세포의 분화는 억제되고 증식이 촉진되며 교소체 구성 단백의 발현이 억

제된다. 고농도의 칼슘 배양 하에서는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은 억제되고 분화는 

촉진되며 교소체 구성 단백의 발현은 증가하게 된다18,19. 칼슘 외에도 주요 분화 

및 증식조절인자로 작용하게 되는 레티노인산은 각질형성세포를 주요 표적세포

로 하여 작용하게 되며 생체 내에서와 배양실험상에서 세포의 분화와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20.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에 대한 레티노인산의 영향

은 세포의 증식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비교적 느린 증식속도를 보이는 

생체 내의 정상 표피에서는 증식을 촉진시키는 반면 건선이나 저칼슘 배양액에

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와 같이 증식이 항진된 조건에서는 오히려 증식을 억제

시키는 상반된 작용을 갖는다22,23,27. 또한 생체 내에서는 각질형성세포의 말기 

분화과정을 억제하진 않으나 배양 각질형성세포에 대해서는 분화를 억제시키며 

동시에 교소체 구성단백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이러한 생

체 내에서와 실험상에서 레티노인산의 각질형성세포의 분화에 대한 영향이 다

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레티노인산은 교소체 막통과 단백의 발현을 감소시키며 

세포간 해리를 생체 내와 배양 각질형성세포 모두에서 야기하게 하지만 실험상

에선 약한 세포간 해리에 의해서도 세포가 쉽게 떨어져나가 분화된 세포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분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생체 내에서는 약한 세

포간 해리를 가진 각질형성세포가 실제로 모두 떨어져 나가기 어려우며 부착력

이 약해진 채로 그대로 남아 분화된 세포가 그대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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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다20. 이러한 현상은 피부에 레티노이드를 국소 도포한 후 나타나는 

피부의 취약성이나 각질층 박리 등의 부작용을 설명 할 수 있는 기전이기도 하

다37,38. 

이처럼 레티노인산의 교소체 단백 발현에 대한 연구는 면역 형광법을 통한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와 mRNA 발현 단계에서 레티노인산이 Dsg과 Dsc의 발현

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으나23,39 본 연구에서는 교소체의 코어와 

접착판 구성 성분별 발현차이와 전사 및 단백 발현 수준에서의 발현 정도를 비

교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 현상이 레티노이드의 이상각화 질환에 대한 치료기

전과 동시에 레티노이드 국소도포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취약성 등의 부작용

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실험에서 배양 각질형성세포군을 각각 저농도 칼슘(0.06mM) 배양군과 

고농도 칼슘(1.8mM) 배양군으로 나누어 10-6M 레티노인산 투여 3일과 5일 후 

교소체 구성단백인 Dsg 1, Dsg 3, DP, PG 의 mRNA와 단백 수준에서의 발현 양상 

차이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과 면역블롯팅의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저농도 및 고농도 칼슘 배양 각질형성세포군 모두에서 전사 단계의 mRNA 수

준에서는 Dsg1, Dsg3, DP의 발현 감소가 레티노인산 처리 3일 후부터 뚜렷이 나

타났고 이는 단백 발현의 감소가 5일 후에야 뚜렷했던 것에 비해 비교적 일찍 

전사단계에서부터 Dsg 1, Dsg 3, DP의 발현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PG의 

mRNA는 저농도 칼슘 배양군에서는 레티노인산 처리 3일과 5일 후 모두 오히

려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고농도 칼슘 배양군에서는 발현이 억제되어 각질형성

세포가 증식상태인지 분화상태인지에 따라 레티노인산이 PG의 전사단계에 대한 

영향에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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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백의 발현단계에서는 Dsg 1과 Dsg 3의 경우 저농도 및 고농도 칼슘 

배양군 모두에서 레티노인산 처리 후 발현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5일 후에 더 

현저하게 관찰되어 mRNA 수준 즉, 전사에 미치는 영향보다 비교적 늦게 출현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DP와 PG의 단백 발현은  저농도 칼슘배양군에서는 레

티노인산 처리 후 발현이 오히려 증가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감소되기도 하는 

등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농도 칼슘배양군에서는 발현의 감소를 일

관되게 관찰 할 수 있었다. 즉, 교소체의 접착판 구성 성분인 DP, PG 단백발현 

감소에 대한 영향은 각질형성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레티노인산 처리후 교소체 각 구성성분 중 Dsg 1, Dsg 3, DP의 

mRNA 발현 감소를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세포의 분화보다는 증식이 활발

한 저농도 칼슘 배양군이나,  세포의 증식보다는 분화가 활발한 고농도 칼슘군 

모두에서 나타나 레티노인산의 교소체 단백 발현 저하에 대한 영향은 칼슘농도

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mRNA 수준의 전사단계에서는 좀더 일찍 

레티노인산 처리 3일 후 부터 Dsg 1, Dsg 3, DP의 mRNA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

었으나, 단백 단계에서는 레티노인산 처리 5일 후에서야  Dsg 1, Dsg 3, DP의 뚜

렷한 발현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PG은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레티노인산 국소 도포후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부작용 중의 하나로 

각질층 해리 등 피부의 취약성을 해석하는 기전으로 레티노인산으로 인한 각질

형성세포의 교소체 해리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단백 단계에서 보다 mRNA 수준

의 전사단계에서 더욱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교소체의 발현 감소

는 접착판을 구성하는 PG이나 DP 보다는 코어를 구성하는 막통과 당단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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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 1, Dsg 3의 발현감소가 현저하였으므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레티노인산이 천포창의 표적항원이기도한 Dsg 1, Dsg 3의  mRNA 발

현을 전사단계에서 감소시킨다면 천포창 환자의 자가항체가 공격할 표적항원의 

발현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기전이 수포성 자가면역 질

환에서의 치료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7 

V. 결 론 

  

저칼슘(0.06mM)과 고칼슘(1.8mM) 배양액으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군에 레티

노인산 투여후 Dsg 1, Dsg 3, DP, PG 등의 교소체 구성 단백의 mRNA와 단백 발

현을 각각 역전사 효소중합연쇄반응과 면역블롯팅을 이용해 측정, 비교한 결과 

mRNA 수준에서는 저농도 및 고농도 칼슘 배양군 모두에서 레티노인산 처리 3

일 후부터 Dsg 1, Dsg 3 및 DP 발현 감소가 뚜렷이 관찰되었으며,  PG의 mRNA

는 저농도 칼슘 배양군에서는 발현이 증가 하였으나, 고농도 칼슘 배양군에서는 

발현이 감소되어, PG의 경우엔 레티노인산의 영향이 칼슘농도에 따라 차이를 나

타냄을 알 수 있었다. 

단백 수준에서는 저농도 및 고농도 칼슘 배양세포군 모두에서 레티노인산 처

리 5일 후부터 Dsg 1과 Dsg 3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전사단계에서 보

다 약간 늦게 출현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DP과 PG는 저농도 칼슘 배양군에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칼슘 농도 배양군에선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역시 단백 단계에서도 칼슘농도에 따라 레티노인산의 영향이 다르게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레티노인산의 배양 각질형성세포에 대한 교소체 발현 억제는 

단백발현 단계뿐만 아니라 전사단계에서도 현저히 억제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는 접착판을 구성하는 DP, PG 보다는 Dsg 1, Dsg 3에서 더욱 뚜렷이 억제되어 이

를 레티노인산의 국소도포 후 유발되는 피부 취약성이나 각질층 해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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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noids is a generic term for both naturally occurring molecules and synthetic 

compounds with specific biologic activities that resemble those of vitamin A. 

Retinoids acts as a regulator of cellular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and is 

routinely used for the treatment of a number of dermatological conditions including 

acne, psoriasis, icthyoses and photodamage. A common side-effect of both systemic 

and topical retinoid treatment is epidermal fragility, which manifests as an 

increased incidence of superficial cutaneous erosions. 

  Desmosomes are disc-like structures that form the membrane anchors for keratin 

intermediate filaments. They consist of an array of transmembrane and cytoplasmic 

components, including desmoplakin, desmocollin, desmoglein, plakoglobin and 



34 

plakophilin.  

As desmosomes are important in maintaining the cohesion of epidermal 

keratinocyte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ll-trans-retinoic acid on the expression 

of desmoglein 1, desmoglein 3, desmoplakin and plakoglobin in cultured human 

keratinocytes, thereby predisposing skin to fragility. 

We performed RT-PCR and immunoblotting study using cultured human 

keratinocytes in high calcium media(1.8mM) with or without 10-6M retinoic acid 

and in low calcium media(0.06mM) with or without 10-6M retinoic aci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ultured keratinocytes treated with retinoid acid, 

mRNA and protein expression of desmoglein 1, desmoglein 3, desmoplakin were 

markedly decreased in both high and low calcium media. Bu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mRNA and protein expression of plakoglobin between retinoic 

acid treated group and retinoic acid untreated group.  

 In conclusion, we confirmed that retinoic acid inhibits the expression of 

desmoglein and desmoplakin rather than plakoglobin, not only at the level of 

protein but also at the level of mRNA in the cultured keratinocytes. This may 

indicate reduced desmosomal adhesion, leading to epidermal fragility. 

  

Key Words : retinoic acid, desmosome, desmoglein, desmoplakin, plakoglob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