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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두발염색제는 반 구적 및 구적 염색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적 두발 염색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는 p-phenylenediamine(PPD)(1)는 발색 보조

제인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산화물이 두발에 존재

하는 SH기와 단단히 결합하여 오랫동안 염색 상태가 지속

된다고 한다(2). 그러나 PPD와 과산화수소의 혼합에 의해 

생성된 산화형의 PPD는 강한 돌연변이성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4), patch test에서도 PPD 단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과산화수소를 혼용하 을 때 구진이나 발

진 및 담마진과 같은 즉발성 과민반응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

난다(5,6)고 한다. 또한 in vitro 실험에서 과산화수소와 혼합

된 PPD는 ROS의 생성계인 cytochrome P450(CYP)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1)하고 있어 산화형 PPD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에 적용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

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피부가 노출되면 정상적인 피부세

포의 생성과 사멸에 관여하는 세포 주기의 불균형을 초래하

며 면역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세포․조직학적 상해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7). 또한 이 물질

(xenobiotics)에 의한 생체 조직세포의 손상은 xenobiotics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어지는 반응

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해 유발된다

고 한다(8). 특히 생체가 과잉의 xenobiotics에 노출(9)되거

나 병적인 상태(10)에서는 ROS 생성계와 해독계 사이의 불

균형에 의해 과잉의 ROS가 생성되어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4).

한편, ROS 생성계의 일종인 xanthine oxidase(15)는 유해 

화학물질을 피부조직에 적용하 을 때, 활성이 증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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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Pheylenediamimine (PPD) is one of hair dye's ingredients, and the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is generally used to dye hair at beauty shop.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xidized 
PPD on rat skin. 6% hydrogen peroxide, PPD (5% PPD in 2% NH4OH) or the mixture (isovolumed mixture 
of 5% PPD and 6% hydrogen peroxide in 2% NH4OH) was applied to rat skin (25 mg/16.5 cm

2
) five times 

every other day. The activity of acid phosphatase (ACP) was more increased in the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applied group than PPD applied group. Furthermore, the activity of  glucose 6⁃phosphatase 
(G6Pase) in the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applied group showed higher decreasing rate than 
that of PPD applied group. In histopathological findings, the mixed PPD with hydrogen peroxide applied group 
showed more thickening of epithelium, increased numbers of dermal fibroblasts,  and the dilatation of dermal 
capillaries than PPD applied group. The significant increasing of xanthine oxidase (XO) activity was 
determined in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applied group compared with PPD applied group. 
Howeve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scavenging system, the activities of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were mo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mixed PPD with hydrogen peroxide 
applied groups than in PPD applied group. In conclusion, topical application with the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compared with PPD application resulted in imbalance with ROS generating and scavenging 
which probably led to severe sk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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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6)되고 있어 조직 손상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17). 그리고 과산화수소와 혼합된 PPD는 발암성과 

돌연변이성(3,4)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즉발성 

과민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18)되고 있어 피부 손상

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독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피부 조직의 손상에 직․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ROS(19)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발 염색시 PPD와 과산화수소를 혼

합하여 적용한다는 사실과 이의 혼합물이 여러 가지 독작용

을 나타낸다는 보고들은 있으나 피부손상과 관련된 직접적

인 연구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실험동물의 피부에 PPD를 

단독 혹은 PPD와 과산화수소의 혼합액을 각각 도포한 다음 

피부조직의 형태학적변화와 조직의 손상지표로 이용되는 

ACP 및 G6Pase 활성변동 및 ROS 생성계와 해독계의 활성

변동을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서 공중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험을 계획하 다.

재료 및 방법

동물 실험

동물은 체중 230±20 g의 외견상 건강한 Sprague-Dawley

종 숫 흰쥐를 대한실험동물센터(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

육실(온도: 25±1oC, 상대습도: 50±5%)에서 1주일 동안 적

응시킨 다음, 각 실험군은 대조군, 과산화수소 도포군, PPD 

단제 도포군 및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으로 나누

어 분리 수용 후 복부의 털을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Rojanapo 등의 방법(3)에 준하여 과산화수소 도포군은 6% 

과산화수소를 도포하 고, PPD 단제 도포군은 2% 암모니

아 용액에 녹인 5% PPD를 도포하 으며, PPD와 과산화수

소 혼합액 도포군은 2% 암모니아 용액에 녹인 5% PPD와 

6% 과산화수소를 동량 혼합하여 도포하 다. 각 군은 1일 

1회 2시간씩, 2일 간격으로 O-ring형의 유리관(내경: 46 

mm, 높이: 15 mm) 속에 피부 표면적 16.5 cm2 당 25 mg이 

되게 5회 복부 부위에 도포하 으며, PPD 및 과산화수소의 

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관의 상부를 봉하 다. 대조군

은 PPD가 들어 있지 않은 2% 암모니아 용액을 실험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 다.

실험동물의 처치는 효소 활성도의 일 중 변동을 고려하여 

일정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 으며, ether 

마취 하에서 복부정중선을 따라 개복한 후 복부대동맥으로

부터 채혈하여 실혈사시켰다. 피부는 O-ring형 유리관의 내

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출한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

고 효소활성도 측정 및 조직학적 검사에 사용하 다. 

효소원의 조제

일정량의 적출 피부조직에 4배량의 0.25 M sucrose 용액

을 넣고 glass teflon homogenizer를 이용하여 20%(w/v) 마

쇄균질액을 만들었다. 균질액을 600×g에서 10분, 10,000×g
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mitochondira 분획을 얻고, 상징

액을 다시 105,000×g에서 1시간 동안 초원심분리하여 cy-
tosol 분획과 microsome 분획을 얻어 이하의 실험에 사용하

다. 

효소활성 측정 

Acid phosphatase(ACP)의 활성은 Bessey-Lowry-Brock

의 방법(20), glucose 6-phosphatase(G6Pase)의 활성은 

Hasumura 등의 방법(21)에 따라 유리되는 inorganic phos-

phorus를 측정하는 Fiske와 Subbarowand의 방법(22)에 준

하 다. Xanthine oxidase(XO)의 활성은 Yoon의 방법(23), 

su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은 Martin 등의 방법

(24), catalase(CAT)의 활성은 Aebi의 방법(25) 및 gluta-

thione S-transferase(GST)의 활성은 Habig 등의 방법(26)

에 준하 다.

In vitro에서 p-phenylendiamine(PPD)의 산화정도 측정

In vitro에서  PPD의 산화정도는 0.23 M PPD 및 0.88 M 

hydrogen peroxide를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

fer(pH 9.0)에 함유시켜 37
oC에서 경시별로 반응시키면서 

450 nm(27)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

단백질 정량

조직 중 단백질 함량은 Lowry 등의 방법(28)에 준하 고,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29)로 행하 으며,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 다

결   과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에 의한 피부조직 손상 

피부조직 중의 ACP 및 G6Pase 활성변동을 관찰한 결과

(Table 1), ACP의 활성은 PPD 단제 도포군에 비해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이 79.4%(p<0.001) 유의하게 증

가하 고, G6Pase 활성은 PPD 단제 및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 으

며, 유의성은 없었으나 그 감소의 정도는 PPD와 과산화수소 

Table 1.  Effect of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on dermal ACP and G6Pase activities

          Enzymes
Groups       ACP1)  G6Pase2)

Control
H2O2

PPD
PPD＋H2O2

1.23±0.17
3)

1.27±0.18
1.39±0.43
2.53±0.16***,#  

4.10±0.30
4.09±0.85
2.00±0.42**

1.79±0.57** 

Unit: 1)μM/hr/mg protein. 2)nmoles Pi formed/20 min/mg protein. 
3)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of 6 rats.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PD appli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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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액을 도포한 실험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피부

조직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PPD 단제 도포군은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고 케라틴층이 비

후되었으며, 과립세포의 수적 증가가 관찰되었다(Fig. 1. c).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은 PPD 단독 도포군에 비

해 상피층의 비후와 세포 체적의 증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

으며, 진피층 내 모세혈관들은 확장된 모습이었다(Fig. 1. d).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에 의한 피부조직의 XO 

활성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을 실험동물의 피부에 도포시

킨 후 피부조직의 XO 활성 변동을 나타낸 것이 Fig. 2이다. 

대조군과 과산화수소 도포군 간에는 별다른 변동이 관찰되

지 않았으나,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은 PPD 단제 

도포군에 비해 XO의 활성이 59.8%(p<0.05) 정도 유의하게 

증가하 다.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에 의한 ROS 해독계 효

소활성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을 실험동물의 피부에 도포시

킨 후 피부조직 중 SOD, CAT 및 GST의 활성 변동을 관찰

한 성적이 Table 2이다.

대조군과 과산화수소 도포군 간에는 별다른 변동이 관찰

되지 않았으나,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에서 P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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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on 
dermal XO activitie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of 6 rats. 

***
p<0.001; sig-

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significantly dif-
ferent from PPD applied group.

단제 도포군에 비해 SOD의 활성도는 29.4%(p<0.05) 정도, 

GST의 활성도는 37.9%(p<0.05) 정도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었으며, CAT의 활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PPD의 산화 

PPD의 산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PPD와 과

산화수소 혼합액을 경시별로 반응시키면서 파장 450 nm에

서 관찰한 결과가 Fig. 3이다. PPD의 산화정도는 경시별로 

  

   

Fig. 1.  Micrographs of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on skin tissue, stained with H & E stain (bar=50 μm). 
a) control and b) H2O2 applied group; The tissue structure is intact. K: keratin, E: epidermis. c) PPD applied group; The cell layer 
of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E) is increased compared with control. K: keratin, E: epidermis. d) oxidized PPD; Thickening of 
epithelium with increased keratin (K) in epidermis (E), and dilation of capillaries (arrows) in dermis a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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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mixture of PPD with hydrogen peroxide 
on the activities of dermal ROS scavenging enzymes

Enzymes
Groups SOD1)

CAT
2)

GST
3)

Control
H2O2

PPD
PPD＋H2O2

18.83±0.10
4)

17.72±1.32
14.86±1.11

**

10.47±0.85***,#

14.74±0.53
10.14±1.34
 7.47±1.00**

 5.47±2.21**

29.59±1.15
30.56±2.17
15.63±1.79***

 9.72±0.82***,#

Unit: 
1)
50% inhibition of autoxidation of hematoxylin/mg 

protein. 
2)reduced H2O2 nmoles/mg protein/min. 3)nmoles thio-

ether/mg protein/min. 
4)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of 6 rats.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control 

group,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PD appli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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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course for p⁃phenylenediamine (PPD) oxidation 
by hydrogen peroxid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3 experiments.

증가하 으며, 3분 정도에서 대부분 PPD가 산화되었다.

고   찰

두발염색제 성분인 PPD는 피부조직 손상의 원인이 되며

(30), 두발 염색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에서는 산화형의 PPD가 생성되어 강한 돌연변이성

과 발암성이 나타난다고 보고(3,4)된 바 있다. 또한 생체 조

직세포의 손상은 xenobiotics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지는 ROS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8). 그

러나 아직까지 xenobiotics의 일종인 PPD와 과산화수소 혼

합액이 ROS와 관련하여 피부조직에 미치는 향을 관찰한 

보고는 없다. 그러므로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이 피부조

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일환으로 실험동물

의 피부에 도포한 다음 피부의 독성 정도를 병리조직학적 

변화와 세포손상의 지표로 이용되는 ACP(31-33) 및 G6Pase 

(34-36)의 활성변동을 관찰하여 확인코자하 다. 그리고 이

러한 조직 손상이 ROS의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

고자 ROS 생성계의 일종인 XO 및 해독계 효소들의 활성 

변동을 PPD 단독도포 실험군과 상호 비교 검토하 다. 

PPD 단제 혹은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을 실험동물에 

도포한 다음 피부조직의 손상 정도를 관찰하 을 때,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이 PPD 단제 도포군에 비해 조직

의 손상 시 그 활성이 증가한다는 ACP 활성(31-33)이 유의

하게 증가하 고, 조직 손상 시 그 활성이 감소한다는 G6Pase 

(34-36)의 활성은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또한 피부조직 진

피층의 모세혈관 확장이 나타나고 있어 조직의 손상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손상은 ROS 생성계와 해독계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야기(11-14)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에서 피부조직의 손상이 

심화된 것이 ROS 생성계와 해독계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ROS 생성계 효소인 XO의 

활성 변동을 관찰한 결과 PPD 단제 도포군보다 PPD와 과산

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고, 해독계 효

소인 CAT, SOD 및 GST 활성은 그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의 피부 적용에 

의해 ROS의 과잉 생성으로 인한 ROS 생성계와 해독계 사

이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Sampson과 Beckman(37)은 과잉으로 생성된 ROS에 의

해 ROS 해독계 효소의 활성이 억제된다고 하 다. 그리고 

Corbett(1)은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에 의해 생성된 PPD 

산물 중의 하나인 Bandrowski's base가 독성을 유발시킨다

고 보고하 으며, Fisher(5)와 Goldberg 등(6)은 PPD와 과

산화수소 혼합액을 사용시 구진, 발진 및 담마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5,6)하 다. 또한 본 실험에서 PPD와 과산

화수소를 in vitro에서 반응시켰을 때 단시간 내에 PPD가 

거의 완전히 산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보고들과 

본 실험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PPD 단제 도포에 비해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을 도포한 실험군에서 피부조직

의 손상 정도가 심화된 것은 XO의 활성 증가로 인하여 과잉

으로 생성된 ROS가 ROS 해독계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Bandrowski's base 등과 같은 산화형 PPD 또한 조

직 손상에 향을 주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한편, SOD, 

CAT 및 GST 등과 같은 ROS 해독계 효소들은 각종 조직 

손상과 암을 유발시키는 독성물질들의 해독(38-43)에 관여

한다는 보고와 과산화수소와 PPD 혼합액을 실험동물에 장

기간 노출시켰을 때 발암성이 나타난다는 보고(3) 및 본 실

험에서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을 도포한 실험동물의 피

부조직에서 ROS 해독계의 활성이 억제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산화형 PPD의 장기간 노출은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배재할 수가 없다. 

이상의 실험결과들과 문헌상의 지견들을 종합해 볼 때,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은 PPD 단제 도포군에 비

해 과잉으로 생성된 ROS에 의한 조직의 손상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와 PPD의 혼합에 의해 생성된 산화형 PPD 산물

들의 독성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의 손상이 심화된 것으로 생

각되며, 이러한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두발 염색제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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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D 성분의 인체 적용은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혼합 두발염색제의 독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체중 230±20 

g의 Sprague-Dawley종의 흰쥐를 대조군, 6% 과산화수소 

도포 실험군, 2% 암모니아 용액에 5% PPD를 용해시켜 도포

한 실험군, 2% 암모니아 용액에 5% PPD와 6% 과산화수소

의 동량 혼합액을 도포한 실험군 등 4군으로 분류하여 2일 

간격으로 피부 표면적 16.5 cm
2 당 25 mg이 되게 5회 도포한 

다음 피부조직의 손상 정도 및 ROS 생성계와 해독계의 활성

변동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PD와 과산화

수소 혼합액을 도포한 실험군에서 PPD를 단독 도포한 실험

군에 비해 피부조직의 손상 지표인 ACP 활성이 현저하게 

증가하 으며, PPD 단독 도포군의 조직병리에서는 관찰되

지 않았던 진피층 내 모세혈관의 확장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부조직의 손상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실험 조건 하에서 ROS 생성계효소인 XO의 활성은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에서 PPD 단독 도포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 으며, ROS 해독계 효소들의 활성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PPD와 과산화수소 혼합액 도포군이 PPD 단독 도포군에 비

해 XO의 활성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과잉의 ROS를 생성시

켜 ROS 해독계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조직의 손상이 

심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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