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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포시험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들잔디의 접촉피부염
인체위해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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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hazard surveillance of allergic contact dermatitis in geneticallymodified Zoysia grasses using patch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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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Genetic modification technique is widely used in plants for improving crop yields and qualities, and reducing pesticide
use. Zoysia japonica is one of the widely planted grasses for lawning. Pollenless herbicide-tolerant genetically modified (GM) grasses
(JG21-MS1 and JG21-MS2) were developed under surveillance for possible biohazard. Grasses may cause allergic contact dermatitis
with direct contact on human skin. Patch testing with allergens was adopted to compare the incidences of allergic contact dermatitis to GM grass leaves with those of wild-type grass.
Methods: Patch testing with controls and leaves of wild-type and GM grasses was performed in individuals with informed consent.
Results: Ninety-seven individuals (mean age, 32± 8 years; 48% males) were enrolled. For nickel sulfate as a positive control, 38 subjects (39.2%) were positive. For GM grasses, 10 (10.3%) showed positive patch test results and 11 (11.3%), for wild-type grass, the
proportions of which were similar among the tested grasses.
Conclusion: JG21-MS1 and JG21-MS2 are not more biohazardous than wild-type grass in the risk of allergic contact dermatitis.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5;3: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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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 염색약 업계에서 제품 출시 전에 일반인에 대한 제품의 안전

서 론

성을 증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알레르기접촉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은 피부 혹은 점

들잔디(Zoysia japonica)는 정원, 공원, 산, 골프장, 묘지 등 우리

막에 접촉한 후 수일 내 가려움증, 발진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

주변에 흔한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인위적으로 지표면에 치밀하게

로 니켈 같은 금속류, 향수, 화장품, 염색약 등에 접촉되었을 때 지연

생육시킨 잔디밭을 조성하여 운동 및 휴양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

형 과민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소아 및 성인의 약 21%–60%에

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손질과 관리가 필요하다. 잔디는

서 한가지 이상 물질에 대해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현상이다. 의심

식용으로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인체위해

되는 물질을 이용한 첩포검사로 접촉피부염을 확진할 수 있다. 첩포

성은 없지만 꽃가루에 의한 항원성 및 잔디 항원 접촉에 의해 과민

검사는 접촉피부염을 진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물론 장신구, 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잔디 꽃가루는 주로 늦봄, 여름철 실외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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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해 비염, 결막염, 천식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로 제1

진흥청 재배승인)에서 직접 재배한 야생형 들잔디(Z. japonica, Wild

형 과민반응이 관여하며 피부단자시험으로 진단한다.3) 야외 활동

type), bar 유전자가 도입되고 꽃가루가 정상적인 제초제 저항성

중 혹은 잔디 작업 중 잔디 항원에 직접 접촉을 통해 알레르기접촉

GM 들잔디(JG21),8) JG21에 방사선 조사로 웅성불임의 특성을 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기존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꽃가루가 비정상적인 GM 들잔디(JG21-MS2)10)와 꽃대를 형

잔디 항원을 이용하여 첩포시험으로 진단한다.4,5)

성하지 않는 GM 들잔디(JG21-MS1)9) 등 네 종류를 사용하였다. 각

최근 식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genet-

잔디 잎을 시험 당일 채취하여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막자사발에서

ically modified, GM) 식물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들잔

분쇄한 후 4°C에 보관하였다. 시험직전 약 1 mg의 분쇄된 잔디에

디의 경우도 그늘진 곳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는 음지내성(shade-

10-μL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을 떨어뜨려 떡 상태(100 mg/

tolerant) 잔디 와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mL)를 만들어 첩포시험에 사용하였다.

6)

tolerant) 잔디7) 등이 개발되었다. 제초제 저항성 들잔디는 잔디에

양성대조군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양성반응을 보이는 첩포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bar gene)를 도입시켜 비선택성 제초제인

시험용 니켈(Nickel sulfate hexahydrate 5% Petrolatum, allergEAZE,

Basta에 저항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잔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

brial allergen GmbH, Greven, Germany)을 사용하고, 음성대조군

해 개발된 GM 잔디(이하 JG21) 이며,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각종 환

으로 빈 chamber를 사용하였다.2)

7)

경위해성평가가 선행되었다.8) GM 잔디가 상품화되어 널리 보급될
경우, 꽃가루의 비산을 통해 도입 유전자가 일반 잔디 혹은 생태계

3. 첩포시험 및 판독 기준

로의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꽃가루의 비산에 따른 유전자의

양성대조군, 음성대조군, 네 종류의 잔디 등 총 6종을 Finn cham-

이동성 유무는 매우 중요한 환경위해성평가 항목이다. 이러한 우

bers on Scanpor (SmartPractice, Phoenix, AZ, USA)를 이용하여 배

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초제 저항성 GM 들잔디(JG21)에 방사선

치하였다(Fig. 1). 기존 첩포시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각 피험자의

( Co)을 조사하여 웅성불임 GM 들잔디(JG21-MS2)와 꽃대를 형성

상완 내측에 시험시약이 배치된 Finn chambers 조각을 붙이고 약

하지 않는 GM 들잔디(JG21-MS1)가 최근 개발되었다.

24시간 후에 제거하였다. 이후 24시간 및 48시간 후에 시험시약과

8)

60

9,10)

들잔디는 비식용작물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GM 잔디 중 웅성
불임 잔디와 꽃대를 형성하지 않는 잔디는 꽃가루를 생산하지 않으
므로 잔디 잎에 직접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잔디 잎을 이용한 첩포시험으로 야생형 잔디와 비교를 통해
GM 잔디의 인체위해 가능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접촉된 피부를 관찰하였다.4,5,11)
첩포시험 결과는 ± (only macular reaction), 1+ (erythema and
edema), 2+ (papules), 3+ (vesicles or bullae) 등12)으로 한 명의 숙련된
전문의가 판독하였고, 음성대조군에서 ± 이상으로 판독된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음성대조군 외 1+ 이상을 ‘첩포시험 양성’으
로 정의하고 야생형 잔디와 GM 잔디들 간의 양성률을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Institutional Review Board 2014-01-001)을 받아 전향적으로 시행되었다.

Nic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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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1

2

3

1. 연구 대상

피험자는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 동의를 한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완에 피부질환이 있거나 첩포
시험 1주 이내 약물 복용력이 있는 경우, 니켈 및 잔디 접촉 후 치명
적인 알레르기반응 병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피험자의 성
별, 나이, 니켈 혹은 잔디에 대한 접촉피부염 과거력 등의 정보를 얻
었다.
2. 시험시약의 제조

들잔디항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제작하였다. 제주대학
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http://shri.jejunu.ac.kr)의 환경위해성평가 격리포장(농촌

Fig. 1. Patch testing with Finn chambers: an actual preparation. Nickel, Nickel
sulfate as a positive control; NC, blanked as a negative control; WT, wild type
of Zoysia japonica; 1, JG21 (genetically modified Z. japonica for herbicide tolerance); 2, JG21-MS2 (genetically modified Z. japonica for herbicide tolerance
and male sterility); 3, JG21-MS1 (genetically modified Z. japonica for herbicide
tolerance and unbo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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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idences of skin reaction to test objects among 97 participants

35

Test objects

±

1+

2+

3+

30

Nickel sulfate
Blanked
Leaves of Z. japonica
Wild type
JG21
JG21-MS2
JG21-MS1

1
0

19
0

14
0

5
0

5
5
5
4

8
8
8
8

3
2
2
2

0
0
0
0

25
20
15
10

Z. japonica, Zoysia japonica.

5
0
Nickel

NC

WT

1

2

3

Fig. 2. Positive rates in the patch testing. Nickel, Nickel sulfate as a positive control; NC, blanked as a negative control; WT, wild type of Zoysia japonica; 1, JG21
(genetically modified Z. japonica for herbicide tolerance); 2, JG21-MS2 (genetically modified Z. japonica for herbicide tolerance and male sterility); 3, JG21MS1 (genetically modified Z. japonica for herbicide tolerance and unbolting).

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GM 작물의 인체 직접 섭취 혹은 이를 이용
한 2차 농수산물의 섭취 등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3)
GM 작물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감을 해소하고 안전성 근거들을 확

보하기 위하여 도입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의 성상 및 인
체반응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성 평가 방법은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4)

결 과

기존 작물과 GM 작물 간의 비교연구에서 현재까지 기존 작물보다
식품알레르기에 위험도가 높은 GM 작물은 알려진 바가 없다.15) 오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97명(평균 나이 32세[범위: 20–64세],

히려 유전자 변형을 통한 기존 알레르기 원인 항원의 발현을 감소

표준편차 8세, 48% 남성)의 피험자가 본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하였

시켜 식품알레르기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16) 본 연구 대상인 잔디

다. 피험자 중 접촉피부염 과거 병력은 니켈에 대해서 8명 있었으며,

의 경우, 식용 작물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정해야 하나

잔디에 대한 접촉피부염 과거병력은 없었다.

표준화된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첩포시험을 이

음성대조군에 첩포시험 양성을 보인 피험자는 없었다. 97명의 피

용하여 잔디 잎과 사람 피부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 위해반응(알레

험자 중 38명(39.2%; 남성, 42%)이 니켈에 양성(1+, 19명; 2+, 14명; 3+,

르기접촉피부염) 가능성을 예상하여 시험을 진행하였고 야생형과

5명)을 나타냈다. 니켈에 접촉피부염 과거병력이 있었던 피험자 8명

GM 잔디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 6명(75.0%)에서 양성을 보였다. 잔디는 wild type 11명(11.3%; 남

과민반응은 생체 내 면역반응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반응보다 과

자, 63.6%; 1+, 8명; 2+, 3명), JG21 10명(10.3%; 남성, 60%; 1+, 8명; 2+,

장되어 나타나거나 면역반응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하여 인

2명), JG21-MS2 10명(10.3%; 남성, 60%; 1+, 8명; 2+, 2명), JG21-MS1

체에 해가 되는 반응을 말한다. 전통적인 분류에서 지연형 과민반

10명(10%; 남성, 60%; 1+, 8명; 2+, 2명) 등이 양성반응을 보였다(Fig.

응(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혹은 제4형 과민반응(type IV hy-

2). 니켈 양성피험자 중에는 5명(13.2%)에서 강양성(3+) 반응을 보였

persensitivity)은 알레르기접촉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

으나 wild type과 GM 잔디에 대한 강양성반응은 없었으며 주로 약

인슐린의존형 당뇨병과 같은 일부 자가면역질환, 약물에 의한 간손

양성(1+) 및 경미한 반응(±)이 나타났다(Table 1). 니켈에 대한 강

상,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등의 기전으로 주로 활성화된 T 세포(cy-

양성반응을 보인 피험자들도 별도의 치료 없이 수일 내 정상 피부

totoxic T lymphocyte)가 관여한다.17)

로 회복되었다. 니켈과 잔디 모두에서 양성을 나타낸 피험자는 5명

첩포시험은 지연형 과민반응 혹은 제4형 과민반응이 주기전인 알

(5.2%; 남성, 80%)으로 니켈 양성 피험자의 13.2%, 한 가지 이상 잔디

레르기접촉피부염 진단에 표준 진단법으로 시험 방법이 표준화되

에 양성인 피험자의 45.0%였다.

어 있으며 다양한 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농도가 제시되어 있다.18,19)
하지만, 들잔디 잎의 첩포시험 농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람의

고 찰

피부가 수시간 이상 잔디 잎에 접촉한다는 가정하에 인체위해성 여
부를 검정하고자 잔디 잎 자체를 이용하여 첩포시험을 시행하였다.

유전자 변형을 이용한 다양한 생물의 상품화는 이미 우리 일상생

잔디에 직접 접촉 이외에 잎 추출물의 섭취, 혹은 농축액의 피부 도

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GM 작물(GM crops)

포 등으로 잔디를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인체위

은 음식물의 질과 수확량을 높이고, 특정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해성을 검정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시험하고자 하는 물질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GM 작물의 재배면적

에 대한 이전 연구가 없는 경우, 첩포시험은 피부단자시험(skin p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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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과 달리 양성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특히 적은 양성률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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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첩포시험에서는 시험 시약 자체의 항원성이 떨어지거나 양성률이

본 연구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의 원인으로 새로 개발된 GM 잔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대상만을 피험자로 시험하는 등 검사의 신뢰

디(JG21-MS2, JG21-MS1)가 기존 들잔디보다 더 인체에 위해하지

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높은 빈도로 양성률을 보였던 니켈을 양성대조군으로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기존 첩포시험들과 달리 양성대조군의 도입으로 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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