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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Shor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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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azard testing on each chemicals which are continuously synthesized is too much task to meet the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Currently, 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 also prohibited the distribution and sale of cosmetic
products under animal testing. Therefore, as an alternative hazard evaluation method, a variety of in silico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predict the chemical hazard assessment. The OECD Toolbox program which database is
donated from many chemical companies and regulatory authorities of OECD nations is an excellent free software with
comparable hazard prediction ability. In this study, we exhibits the predictive evaluation on the skin sensitization for 100
cosmetic ingredients domestically available. In addition, the precise assessment steps were explained as supplementary
material. The predicted reliability of data for the skin sensitization is 88.2% when using the data in the highest category
of similarity (>60%). When this toolbox finds and uses more than 5 similarities for read-across, the predicted reliability
comes to 90%. Conclusively, the predictive ability of OECD Toolbox 4.2 were successfully applied on the hazard
assessment on skin sensitization of 100 cosmetic chemicals.
Keywords QSAR, OECD Toolbox, hazard, assessment, skin sensitization, evaluation, cosmetics

서 론(Introduction)

서 새롭게 주목받는 것이 in silico 방식이다. 그중 대표적인 프
로그램인 “OECD QSAR Toolbox”는 free software이며 (Q)SAR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식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가지는 Endpoint의 결과를 한눈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

종합해 볼 수 있다. “OECD QSAR Toolbox” 프로그램은 OECD

서도 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유연물질 불순물 등에 대한 위해

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는 많은 관련 산업

성 및 발암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 위해성 평가는 동물실

체(L’Oreal, DuPont, Givaudan, Dow chemicals, BASF, ExxonMobil, 3M, Firmenich SV, SRC, Syracuse, Unilever, Procter &

험이나 장시간 실험 방법에서 벗어나, 대체 시험법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일부 공인된 방법을 제외하면 아직 판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실

Gamble 등)와 규제당국(OECD, ECHA, US EPA, Environment
Canada, Health Canada, NITE Japan, NIES Japan, Danish

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품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위

EPA, UBA Germany, NICNAS Australia, DEWNA Austraila,

한 동물실험이 금지되었고, 2016년 2월 3일 일부 개정된 “화장

ISS Italy 등)의 독성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매년 버전을 업

품법”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통

그레이드하면서, 신규 화합물의 Endpoint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

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2).

니며 늘어나는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범세계적으로

OECD Toolbox에서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설정 값으

규제당국에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1), 이러한 과정에

로는 Dice가 설정되어 있다. Dice는 Dice similarity coefficient
(DSC)로, 두 개의 샘플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통계법이다. 또 하
나의 구조 유사성 설정 방법으로 1950년대 Tatevskii에 의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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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Atom-centered Fragments (ACF) 구조-조각 모델, 즉 단일
원자를 중심에 놓고 같은 위상차의 거리에 있는 반경 1, 반경 2
등의 원자 껍질들로 둘러싸여 구성된 Molecular features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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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를 “Skin Sensitization”으로 “Organ”을 “Skin”으로 정

Hologram의 방식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설정은 Hologram이

의해 준다. 프로파일러 데이터베이스 선택은 “Profiling” 모듈에

다. Fingerprint는 조각들의 존재, 부재의 2진법 방식으로 계산한

서 “Profiling method”에서 “Plausible”과 “Unclassified”의 모든 프

다. Hologram은 조각들의 빈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로파일을 체크한다. “Metabolism/Transformation” 박스에선 “Plau-

또한 Molecular features로 복수 개의 유사 물질들이 선택된다면,

sible”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고 “Profiling” 박스 안에 “Apply”

Average by features (평균값), Combine all features (합산 값)로

를 눌러준다. 프로파일러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읽기 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 설정은 Combine all features로 되어 있

“Data” 모듈에서 “Database” 박스에서 “Suitable, 초록색” 체크 박

다. 실험에 사용할 원자의 특성으로 Atom type, Count H
attached, Count heavy atoms attached, Hybridization, Incident

로 자료를 읽는다. 빈 자료 채우기를 하려면 “Data Gap Filling”

스를 선택하고 “Gather”를 누른다. 팝업 창에서 “All endpoints”

pi-bonds, Valency, Charge, Cyclic의 선택 사항을 갖고 있으며,

모듈에 진입 후, “Standardized Workflow”를 누르고, Skin sensi-

OECD Toolbox의 기본 설정은 Atom type, Count H attached,

tization을 체크한다. Standardized Workflow로 자료 채우기는

Hybridization으로 3가지가 선택되어 있다3).

“Standardized”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자료를 고르는 체크 박스

이번 연구에서는 OECD QSAR Toolbox 4.2에서 제공하는 데

가 나온다. 그중에 “EC3 from LLNA or Skin Sensitization from

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100가지에 대한 피부 자극
위험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을 사

GPMT assays”를 고른다. 다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때,
“Skin Sensitization”, “Skin sensitization ECETOC”, “REACH

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하여 각 원료와 유사구조 화합물을

Skin sensitization database” 모두 표시해 준다. 그러면 516개의

찾아내는 과정과,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따로 보충자료
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 있는 화합물의 피부 자극

유사한 화학물질이 검색되고, “Subcategorization”에서 “Substance
Type”, “Protein binding alerts for skin sensitization by OASIS”,

정보와 유사물의 피부 자극 정보가 실제 보고된 결과와 얼마나

“Structure Similarity”의 하위 카테고리로 유사한 화학물질들이 분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프로그램으로 피부 자극에 관한 위해

류된다. 자료의 정리는 “Structure Similarity” 카테고리에서 “0-

성 예측률은 약 71.4%와 약 85.7% (유사물이 5개 이상 검색될

10%”부터 10%구간씩 하위 카테고리로 화학물질이 분류되어 있

경우)로 나타나, 예측률은 일반적인 in silico 프로그램 중에서 높

다. 0-50%까지 유사구간은 삭제한다. 그리고 높은 유사구간 중

은 편이었다.

5개를 포함하는 최소구간만 남기고 삭제한다. 결과보고서 출력
은 “Report” 모듈에 들어가 “Prediction” 버튼을 누른다. “Create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화장품 원료 100종 선정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관리하는 화장품 성분 사전 에 19,133건
4)

이 등재되어 있다(2018년 11월 28일 기준). 그중 높은 판매량을
가진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원료를 임의로 100개 선정하였다. 전

Report” 버튼을 누르고 출력 양식은 “Prediction Report”를 눌러
결과보고서 출력한다.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체 화합물의 자료 384.6개당 1개의 비율로 표본을 선정하여 실

100개 화장품 원료의 (Q)SAR 독성예측 결과
국내 유통 화장품 원료 100종을 선택하여 각 화합물의 CAS

험하였다.

number를 OECD (Q)SAR Toolbox에 각각 입력하여 skin sensitization 위해성 예측을 수행한 결과를 “보충자료 1”에 수록하였다.

(Q)SAR Toolbox 활용
화장품 원료 화학물질에 피부 자극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자료에 근거하여 피부 자극 예측신뢰도 및 독성예측 활용성

사용한 4.2버전의 OECD QSAR Toolbox는 79,204개의 화학물질

행되었던 자료 (Local lymph node assay, LLNA 및 Guinea pig

의 자료와 그 화학물질들이 가진 2,043,887 Endpoint 자료를 보

maximization test, GPMT)를 확보한 17개 화합물에 대하여

5)

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미 skin sensitization시험이 실험적으로 수

유하고 있다 . 또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제공뿐만 아니

(Q)SAR Toolbox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Table 1). 그 결과, 82.4%

라, 다양한 프로파일러 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예측하였

의 높은 예측률로 skin sensitization을 예측에 활용할 수 있었다.

5)

다. 그 방식으로 Read-across, Trend analysis를 활용하였다. 추가
로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면 원하는 목표 Endpoint와 Subcategorization에 따라 자동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Q)SAR Toolbox의 피부 자극 예측 신뢰도 평가
기존의 피부 자극 실험 자료 검색 비율: 100개의 화학물질 중
피부 자극, Skin Sensitization의 Endpoint 값을 1개라도 수행되어

(Q)SAR Toolbox 위해성 예측 방법
화학물질 입력은 “Input” 모듈에서 화학물질의 CAS번호를 입

있는 화학물질은 총 18개이었다. 목표 화학물질의 피부 자극 실
험 자료 검색 비율은 18/100로 18%이었다.

력한다. 목표 Endpoint 입력은 “Target Endpoint”를 눌러 “Human
Health Hazards” 안에 “Sensitization”을 누른다. “Meta data”로

피부 자극 예측 비율: 100개의 화학물질 중 유사한 화학구조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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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Toxicity Prediction Results from 100 Cosmetic Ingredients
No

Chemical Name

CAS

Skin Sensitivity

>50% A similar section of
the prediction

Conclusion

1

Linalyl Acetate

115-95-7

25% (LLNA)
20% (LLNA)
25.4% (LLNA)

N (:3, P:2)
>50%

Same

P (:1, N:1)
>50%

Same

2

Linalool

78-70-6

50.6% (LLNA)
55% (LLNA)
30% (LLNA)
30.4% (LLNA)

3

Cyclotetrasiloxane

556-67-2

N (GPMT)

N (:2)
>80%

Same

4

1,3-Propanediol

504-63-2

N (GPMT)

N (:4, P:1)
>60%

Same

5

1,2-Hexanediol

6920-22-5

N (LLNA)

N (:4, P:1)
>50%

Same

6

Glycerine

56-81-5

N (LLNA)
100% (LLNA)

P (:3, N:2)
>50%

Different

7

Tocopherol

59-02-9

N (2, GPMT)

P (:1, N:1)
>80%

Different

8

Hexylene Glycol

107-41-5

N (2, GPMT)

N (:3, P:2)
>50%

Same

9

Methyl Trimethicone

17928-28-8

N (GPMT)

N (:5)
>60%

Same

10

Niacinamide

98-92-0

N (GPMT)

N (:3)
>50%

Same

11

Alcohol

64-17-5

(W)P (GPMT)
100% (LLNA)
N (LLNA)

P (:1)
>50%

Different

12

Beta-Carotene

7235-40-7

N (GPMT)
N (LLNA)

N (:2)
>50%

Same

13

Phenoxyethanol

122-99-6

N (GPMT)
(W)P (GPMT)

N (:1)
>60%

Same

14

Caprylyl Glycol

1117-86-8

N (2, GPMT)
N (LLNA)

N (:5)
>60%

Same

15

Cetearyl Alcohol

36653-82-4

N (2, GPMT)

N (:4, P:1)
>80%

Same

16

Isopropyl Myristate

110-27-0

N (GPMT)
N (2, LLNA)
44% (LLNA)

N (:3, P:2)
>70%

Same

5471-51-2

0.08/2 (LLNA)
P (GPMT)
1.67% (LLNA)
1.34% (LLNA) P:15

P:5
>50%

Same

17

Raspberry Ketone

(50% 이상)이 검색되며, Skin Sensitization의 값을 가진 자료가

5개 이상의 유사 물질 검색 비율: 목표 화학물질과 화학구조

1개라도 검색된 경우는 총 36건이었다. 목표 화학물질의 피부

가 유사한(50% 이상) 유사 물질이 5개 이상 존재하는 자료는

자극 자료 예측 비율은 54/100으로 54%이었다.

100개 중 19개로 나왔다. 피부 자극 실험에 대한 화학구조 유사
물질의 값이 5개 이상 존재하는 확률은 28/100로 28%이었다.

피부 자극 실험 자료와 예측 자료의 일치 비율: 피부 자극 실
험 자료와 예측 자료가 존재하는 17개의 화학물질 중 14개의

5개 이상 유사 물질 검색 성공 시 실험 자료와 예측 자료의

화학물질의 예측과 동일한 값을 가졌다. 피부 자극 실험 자료와

일치 확률: 유사 물질이 5개 이상 검색된 19개의 화학물질에서

예측 자료의 일치 확률은 14/17으로 약 82.4%이었다(Table 1).

실험 자료와 예측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개수는 10개이

Vol. 63, No.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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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일치하는 화학물질의 개수는 9개이고, 불일치하는 화

In silico 방식은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학물질의 개수는 1개이다. 나머지 12개는 실험 자료가 존재하지

시작하였다. 다른 실험방식에 비해 늦게 도입되어 이제 막 성장

않는다. 실험 자료와 예측 자료가 존재하는 10개 중 9개가 일치

하고 있는 중이나, 시험 database 자료의 증가와 시험 프로그램

하므로 유사 물질이 5개 이상 검색될 경우 일치 확률은 9/10로

tool의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유사

90%이었다.

물질의 자료가 많이 검색된 경우(5개 이상) 예측의 신뢰도는 약
76.5%에서 90%로 높아졌다. 매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업데

최대정밀구간의 자료만으로 예측할 경우, 일치 확률: 실험값

이트되면서 화학물질의 종류와 Endpoint에 관한 실험 자료가 증

이 존재할 때, 최대정밀구간이 60% 이상의 구간일 경우 그 구

가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간에서 일치 확률은 15/17로 약 88.2%이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
는 화장품 원료의 skin sensitization자료 및 한국인의 피부에서
적용된 실험 자료가 많지 않았다. 국내 현존 자료의 수를 늘린

(Q)SAR Toolbox의 skin sensitization 독성 예측 활용성
위해 평가법에 대안으로 가능성: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의

다면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의약품 불순물 및 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OECD QSAR Toolbox 4.2버전을

장품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의약품 및 화장

활용해 보았다. 100개의 화장품 원료를 통해 알아본 피부 자극

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측 확률은 약 76.5, 90% (5개 이상의 유사 물질 Endpoint 자
료가 존재할 경우) 그리고 약 88.2% (최대정밀구간의 자료로 예
측할 경우)로 실제 독성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결 론(Conclusion)

많은 산업체와 규제 당국에서 database 정보를 제공해 줬음에

본 연구는 화장품 원료 화합물 100종에 대하여 피부민감성

도 피부 자극 실험 자료 검색되는 비율은 28%로 낮은 편이다.

(skin sensitization)을 end point로 OECD Toolbox에 의한 in sil-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원료들이 피부 자극에 대한

ico 예측한 결과, 예측율이 84.2%이었다. 실제 실험이 수행된 일

실제 실험이 아직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

부 화합물에서만 비교평가가 가능하였지만, 차후 실험database를

으로 더욱 정밀한 in silico 실험 방법이 설계되어야 하고 활용

확보하면, OECD Toolbox에 의한 화장품용 신규 화합물의 피부

할 필요가 있다.

민감성 유무의 예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사 물질을 검색해 Read-across 방식으로 자료 분석한 결과,
목표 화학물질의 54%에 대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예
측의 신뢰도는 76.5%로 나타나고, 유사 물질이 5개 이상 검색
될 경우에는 신뢰도는 90%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예측에 사용
되는 자료가 많을수록 더욱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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