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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세포 내 DNA 상해의 원인은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뉜다. 내부적 요인은 세포의 대사과정에

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활성산소종(ROS) 등으로 인한 

DNA 상해를 말한다. 외부적 요인은 자외선, 화학물질, 유전

독성물질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DNA 상해를 말한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햇빛 속 자외선 B는 

DNA 상해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이다(Mullenders 
LHF 2018). 자외선 B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세포 내 활성산

소가 증가하게 되고, 8-옥소구아닌(8-OHdG)과 같은 산화된 

염기를 만든다(de Jager 등 2017). 또한 DNA에 티민 이량체

(cyclobutane pyrimidine dimer, CPD)와 6-4 광생성물질

(Pyrimidine(6-4) pyrimidine photoproducts, 6-4PP)과 같은 

상보적이지 않은 피리미딘계 염기끼리의 결합을 만들어 

DNA 상해를 유발한다(Mullenders LHF 2018). DNA 상해

는 DNA 상해 회복 기작을 통해 회복되기도 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강할 경우 회복되지 못하고 돌연변이를 생성하여 피

부암, 아토피 피부염, 대사성 질환 등을 일으키게 된다

(Shimizu 등 2014; Basu AK 2018).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으

로 상기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화학 요법이 많이 개발되

었지만, 부작용과 독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

아있다. 이에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천연물로부터 탐색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은 육상생물에 비해 고염, 고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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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otective effects of Ulva lactuca methanol extracts against ultraviolet B (UVB)-induced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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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uca methanol extracts decreased the levels of UVB-induced DNA damage such as cyclobutane pyrimidine dimer and DNA damage 
response (DDR) proteins such as p-p53 and p21. These results suggest that Ulva lactuca methanol extracts comprising physiological 
active substances such as Mg, polyphenols and anthocyanosides promote DNA repair by regulating genes related with D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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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한 환경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 다

양한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는 육상식물

에 비해 다량의 마그네슘, 칼슘, 요오드, 철, 미네랄 및 비타

민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n 등 2014). 해조류

는 비소화성 다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용으로서 큰 

각광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항염증, 항암 및 면역 조절 

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 등이 보고되면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의 소재로서 대두되고 있다(Fernando 등 2016; Alves 
등 2018). 

갈파래과(Ulvaceae)는 청태과라고도 하며, 녹조류 중 한

국 전 연안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대표적인 해조류이다. 참

갈파래(Ulva lactuca)는 갈파래과의 기준종으로 해양의 표

면부 및 조간부에서 서식한다. 자외선 및 염수에 직접적으

로 접촉 받는 열악한 환경에 서식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

해 플라보노이드, 탄닌 및 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생

산한다. 또한 다당체 등의 보습 성분, 사포닌 및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birami & Kowsalya 2011; 
Leelavathi & Prasad 2015; Abhishek 등 2018). 참갈파래에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참갈

파래는 식용하지 않고 가축의 사료와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다(Abd EI Baky & EI Baroty 2016). 최근 참갈

파래는 부영양화로 인해 대량 증식하는 녹조현상이 관찰되

고 있어 해안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유해종으

로 분류되고 있어(Dominguez & Loret 2019), 이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참갈파래 에탄올 

추출물의 항암 효능과 면역 활성 효능이 보고된 바 있으며,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및 항균 효능이 보고되었다

(Jang 등 2006; Nam 등 2006). 국외에서는 참갈파래의 식품

학적 및 생리활성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참
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과 참갈파래 다당류의 

항염증, 항암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Abd-Ellatef 등 2017; 
Ghareeb 등 2019).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의 

DNA 상해에 대한 저해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참갈파래의 일반성분과 기능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자외

선 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을 처

리하여 세포활성도 분석, CPD 수준 변화 분석, DNA 상해 

회복 관련 단백질 분석 등을 통해 DNA 상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참갈파래는 2019년 4월 부산 칠암항에

서 채집하였다. 2번의 세척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응

달건조 후 추출에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는 갈파래 2 kg에 

70% 메탄올 수용액 2 L를 넣고 전기추출기(KSNP B1130- 
240 L, Kyungseo, Korea)를 이용하여 40℃에서 3시간 30분 

동안 2반복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물을 농축하고 용매를 제

거하여 468.4 mg의 시료를 얻었다. 이를 phosphate-buffered 
saline(PBS)에 5 mL에 녹여 93.68 mg/mL의 농도로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20℃에 보관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참갈파래의 일반성분은 식품공전법(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8)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 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으로 분석하였고, 회분은 550℃ 직접회화법

으로 분석하였다. 조단백질은 마이크로-킬달(Micro-Kjeldahl) 
분해법으로 분석하였고,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분석

하였다. 총 탄수화물은 시료 100 g 중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회분의 양을 차감하여 얻은 양으로 표시하고, 일
반성분 시험 결과는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무기성분 분석
건조 참갈파래 1.5 g을 microwave digestion에 넣고 질산

(HNO3)을 처리하여 분해하고, 부피플라스크에 옮겨 증류수

를 가해 최종 부피가 50 mL가 되도록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유도결합플라즈마(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AP-7400, ThermoFisher Scientific 
Inc, USA)로 Ca, P, Fe, Mg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각 무기질

의 검출 파장은 Ca 317.9 nm, P 213.6 nm, Fe 259.9 nm, 
Mg 285.2 nm에서 측정하였다. 

4.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건조 참갈파래 0.2 g을 부피플라스크에 취한 뒤 증류수

를 소량 가하여 30분 동안 초음파 추출하였다. 위의 용액을 

증류수로 50 mL 정용한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각각

의 시험관에 증류수 7.5 mL와 표준용액 혹은 시험용액을 1 
mL씩 취한 뒤 Folin-Denis 시약 0.5 mL를 가한 후 35% 탄
산나트륨(Na2CO3) 1 mL를 넣어 암실에서 30분 방치하였다. 
이후 UV-Vis spectrophotometer(Agilent 8453, Agilent Tech-
nologies, USA)를 사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은 tannic acid(Sigma Aldrich, MA, USA)를 사

용하였다. Tannic acid 10 mg을 증류수 50 mL로 정용하여 

일정한 농도별로 조제하고,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여 

검량선 작성 및 정량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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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안토시아노사이드 함량 분석
건조 참갈파래 30 g을 에탄올(ethanol)과 1.5 mol/L 염산

(HCl) 혼합액(17 : 3)을 넣어 녹인 후 200 mL 부피 플라스크

에 정용하였다. 이 용액을 5 mL 취하여 에탄올과 염산 혼합

액(17 : 3)을 넣어 50 mL로 정용한 다음 여과하여 처음 여액 

20 mL는 버리고 다음 여액을 시험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에
탄올과 1.5 mol/L 염산 혼합액(17 : 3)을 대조액으로 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Agilent 8453, Agilent technol-
ogies, USA)를 사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은 안토시아니딘의 함량이 알려진 vaccinium myrtillus 
extract(USP, USA)를 사용하였으며, 40 mg을 취하여 시험

용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6. 세포 배양
인간 피부 각질 세포주인 HaCaT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과 2 mM L-glutamine이 함유되어 있는 RPMI-1640 
(Gibco, USA)을 사용하여 37℃, 5% CO2 배양기(Sanyo, 
Japan)에서 배양하였다.

7. UV 조사 및 시료처리
HaCaT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자외선 B(Sankyo, Japan) 

200 J/m2를 조사하였다. 자외선 B 선량은 UV radiometer 
(UVP, USA)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UVB 조사 후 세포는 

정상배지 혹은 참갈파래 추출물이 농도별로 함유된 배지를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8. MTT assay
세포 활성도 실험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

nyltetrazolium bromide(MTT)(Sigma Aldrich, USA)를 이용

하여 진행하였다. HaCaT 세포를 96 well plate(SPL, Korea)
에 각 well 당 1×105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24시간 뒤 PBS로 세척한 후 자외선 B를 조사하

고, FBS가 첨가된 정상배지 혹은 참갈파래 추출물이 처리된 

배지를 채우고 24시간동안 배양하였다. PBS로 세척한 후 

0.5 mg/mL의 MTT 용액 100 μL를 넣고 4시간 동안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4시간 후 MTT 용액을 완전히 제거

하고, Dimethyl sulfoxide(DMSO)(Sigma Aldrich, USA) 50 
μL를 처리하여 formazan을 완전히 용해하였다. 그 후 570 
nm에서 흡광도(ELISA reader, ReTiSoft Inc, Canada)를 측

정하여 그 효과를 정상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9. Immunodot blot assay (IBD)
시료를 처리한 HaCaT 세포를 수거하여 nuclei lysis buffer

를 처리하고, 4℃에서 30분 반응하였다. 이후 PCI(Usb, USA)를 
처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고, 상층액과 동량의 isopropanol 
(Daejung, Korea)을 처리하여 12시간 이상 반응한 후 DNA 
분리를 진행하였다. 분리된 DNA에 absolute ethanol(Daejung, 
Korea) 1 mL를 처리하여 순수한 DNA를 수거한 후 D·W 
50 μL에 녹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한 DNA는 slot blot 
(Hoefer Inc, USA)을 이용하여 polyvinylidene fluoride mem-
brane(PVDF)(Milipore, Germany)에 부착시킨 후 1:3,000의 

비율로 희석시킨 CPD 항체(Cosmobio, USA)를 처리하여 

4℃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TBS-T 완충용액으로 15분간 2
번 세척한 후 2차 mouse 항체를 사용하여 4℃에서 2시간 반

응시키고, TBS-T 완충용액으로 15분간 2번 세척하였다. 암
실에서 ECL plus(ELPIS, Korea)를 처리한 후 곧 바로 

Hyper film(Fuji, Japan)에 현상하였다. 현상으로 얻은 이미

지를 Image J 프로그램을 통해 자외선 B 조사 직후의 CPD 
발현량에 대한 상대값을 결정하였다.

10. Western blot
Lowery 방법에 따라 protein prep buffer(Intron, Korea)를 

세포에 처리하고, 4℃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12,000 rpm으

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이 함유된 상층액만을 회수

하였다. 단백질은 10% SDS-poly-acrylamide gel에서 분리시

킨 후 Electroblot system(BioRad, USA)을 사용하여 100V로 

1시간 동안 0.45 μm PVDF에 옮겼다. 이후 TBS-T 완충용액

으로 세척하고 5% skim milk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30분 놓

아두었다. 1 : 1,000의 비율로 희석한 p53(Cell signaling, USA), 
p-p53(Cell signaling, USA), p21(Cell signaling, USA), 
actin(Santacruz, USA) 항체를 각각 처리하여 4℃에서 12시

간 반응시켰다. TBS-T 완충용액으로 15분간 2번 세척한 후 

2차 항체를 사용하여 4℃에서 2시간 반응시키고, TBS-T 완
충용액으로 15분간 2번 세척하였다. 암실에서 ECL 
plus(ELPIS, Korea)를 처리한 후 곧 바로 Hyper film(Fuji, 
Japan)에 현상하였다. 결과값은 현상으로 얻은 이미지를 

Image J 프로그램을 통해 대조군에 대한 상대값으로 결정하

였다.

11.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

으며, 각각의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실험을 진행하여 측

정되었다. 모든 통계는 GraphPad Prism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로 검증되었으며, p<0.05, p<0.01일 경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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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함량
참갈파래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Table 1), 탄수화물 

44.80±0.81%, 조단백질 23.19±0.68%, 회분 14.90±0.34%, 
수분 14.01±0.30% 및 조지방 3.10±0.19% 순으로 나타났다. 
Abirami & Kowsalya(2011)는 참갈파래에 함유되어 있는 일

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 64.2%, 조단백질 12.9%, 
회분 10.5% 및 조지방 1.2%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

과와 차이를 보였다(Abirami & Kowsalya 2011). 이는 참갈

파래의 생육환경 및 성분분석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사료되나, 함량의 순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무기성분 함량
참갈파래의 무기성분을 분석한 결과(Table 2) Mg(1,227.93± 

28.94 mg/100 g), Ca(341.53±10.64 mg/100 g), P(213.57± 
12.15 mg/100 g) 및 Fe(91.83±8.35 mg/100 g) 순으로 나타

났다. Mg은 참갈파래의 무기질 함량 중 6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irami & Kowsalya(2011)는 참갈파래의 

무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Mg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Ca, P, Fe 순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Abirami & Kowsalya 2011). Mg은 세포 

내 대부분의 대사과정에 연관되어 있으며, 유전체의 안정성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rtwig A 2001). 특히, Mg은 자외선에 의한 절제 회복

(excision repair)에 관련된 효소인 AP endonuclease, DNA 
polymerase β, XPD 및 XPG 등의 보조인자로 작용하여 

DNA 상해 반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Hartwig A 
2001; Adhikari 등 2006). 따라서 참갈파래에 함유된 무기질

은 Mg의 활용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총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노사이드 함량
참갈파래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안토시아노사이드 함

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2.69±0.76 mg/g이었으며, 총 안토시아노사이드 함량은 0.13± 
0.97 mg/g이었다. Yu & Han(2018)은 해조류인 감태에 포함

되어 있는 폴리페놀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환원력을 가

지는 등 항산화 활성이 뛰어남을 보고하였다(Yu & Han 
2018). 또한 Lee 등(2014)과 Dutot 등(2008)은 세포에 안토

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및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는 블루베

리의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 시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와 

세포 고사가 감소되는 것을 보아 산화적 스트레스에 저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Dutot 등 2008; Lee 등 2014). 따
라서 참갈파래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노사이드는 

항산화제로서 세포 내에서 nuclear factor erythroid-related 
factor(Nrf)-2의 활성을 유도하며, 이는 하위 유전자인 catalase 
(CAT), superoxide dismutase(SOD)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

의 활성을 증가시켜 자외선 B에 의해 유발되는 ROS를 효과

적으로 제거하여 DNA 상해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된다(Zhang & Tsao 2016).

Moisture Carbohydrates Crude protein Crude fat Ash
Ulva lactuca 14.01±0.301) 44.80±0.81 23.19±0.68 3.10±0.19 14.90±0.34

1) Values are mean±S.D.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Ulva lactuca                                                    (Unit: %)

Total phenolics Total anthocyanosides
Ulva lactuca 2.69±0.761) 0.13±0.97

1) Values are mean±S.D.

Table 3. Total phenolics and anthocyanosides contents of Ulva lactuca                                    (mg/g)

Minerals (mg/100 g)
Ca 341.53±10.641)

P 213.57±12.15
Fe 91.83±8.35
Mg 1,227.93±28.94

1) Values are mean±S.D.

Table 2. Mineral contents of Ulva lact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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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활성도 측정
세포활성도는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

trazolium bromide(MT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HaCaT 세

포에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을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 대비 500 μg/mL 농도까

지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A). HaCaT 세
포에 자외선 B 200 J/m2를 조사한 후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 농도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유전독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외선 B 조사에 의해 

정상 대조군 대비 약 50% 감소된 세포 활성도는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 처리 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500 
μg/mL 농도에서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약 30%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Fig. 1B).

5. IBD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의 DNA 상해에 대한 저해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CPD 수준 변화를 IBD로 분석하였다. 자
외선 B 조사로 HaCaT 세포의 DNA에 형성된 CPD의 수준

은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을 12시간 처리 시 농도 의존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500 μg/mL의 농도에서 추출물을 처리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약 40% 낮은 CPD 수준을 나타냈다

(Fig. 2). 본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HaCaT 세포에 자

외선 B를 200 J/m2 조사 후 인삼 사포닌 Rg2 50 μM를 12 
시간 처리 시 CPD의 수준이 대조군 대비 약 60% 감소하였

다(Ha 등 2010). 참갈파래에는 상기 분석된 기능성분 외에

도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Abirami & 
Kowsalya 2011; Elmegeed 등 2014; Leelavathi & Prasad 

2015; Abhishek 등 2018), Rg2와 유사한 CPD 감소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Chung 등(2018), Jeong 등(2007)
의 연구에 따르면 Rg2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glucocorticoid receptor, GR)에 결합하여 글루코코르티코이

드 반응 부위(glucocorticoid response element)를 가진 p53
을 이른 시간에 활성화시키고, 이는 Gadd45α와 p21 같은 하

위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DNA 상해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Jeong 등 2007; Chung 등 2018). 따라서, 참
갈파래에 함유된 사포닌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DNA 
상해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6. Western blot
DNA 상해 회복 관련 단백질의 발현 수준에 대한 참갈파

래 메탄올 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p53, p-p53, 그
리고 p21의 단백질 수준을 western blot으로 검증하였다. 
p53은 DNA 상해 회복 기작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조

절하는 전사인자로 유전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Helton & Chen 2007; Williams & Schumacher 
2016). 자외선 B에 의해 유발된 DNA 상해는 DNA 상해를 

인식하는 단백질인 ATM과 ATR을 활성화시킨다(Blackford 
& Jackson 2017). 활성화된 ATM은 p53을 인산화 시킨다. 
인산화 된 p53은 G1기에서 S기로의 세포주기 진행을 억제

시키는 Cdk의 저해제인 p21을 증가시켜 상해 받은 세포의 증

식을 억제하고, 회복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한다(Herzinger 등 

1995; Meng 등 1999; Chen 등 2015; Karimian 등 2016). 
HaCaT 세포에 자외선 B 200 J/m2를 조사한 후 참갈파래 메

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6시간 처리한 결과, p53 단백질의 

Fig. 1.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Ulva lactuca methanol extracts on viability of UVB-exposed HaCaT cells. Cells 
exposed to 200 J/m2 UVB (B) or not (A) were post-incubated in growth medium or medium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Ulva lactuca methanol extracts for 24 h and processed for MTT assay. Data represent the mean values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p<0.01 versus non-treated (0 group) UVB-expos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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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 수준은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3A). 그러나 p-p53과 p21의 단백질 발

현 수준은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500 μg/mL의 농도에서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군

에 비해 약 45%, 57% 낮은 발현 수준을 나타냈다(Fig. 3B, 
3C).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참갈파래의 일반성분 및 기능성분을 분석

하였으며, 자외선 B로 유도된 세포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참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의 보호효과를 검증하였다. 참갈파

래의 일반성분은 탄수화물(44.80%), 단백질(23.19%), 회분 

(14.90%) 및 지방 (3.10%) 순으로 함량이 높았으며, 무기성

분은 Mg(1,227.93 mg/100 g), Ca(341.53 mg/100 g), P 
(213.57 mg/100 g) 및 Fe(91.83 mg/100 g) 순으로 함량이 

높았다. 참갈파래의 총 폴리페놀과 총 안토시아노사이드 함

량을 분석한 결과,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2.69 mg/g이었으

며, 총 안토시아노사이드의 함량은 0.13 mg/g이었다. 이 외

에도 참갈파래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외선 B는 HaCaT 세포의 세포활성도를 감소시키고, 

CPD의 생성을 유도했다(Fig. 1, 2). 자외선 B를 조사 후, 참
갈파래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500 μg/mL 농도에서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군 대비 약 30% 높은 세포생존율

과 약 40% 낮은 CPD 수준을 나타냈다(Fig. 1, 2). 또한 DNA 
상해 회복 관련 단백질인 p-p53과 p21의 수준은 500 μg/mL 
농도에서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군 대비 약 45%, 57% 낮
은 발현 수준을 나타냈다(Fig. 3B, 3C). 참갈파래 메탄올 추

출물의 페놀, 안토시아노사이드는 및 사포닌 등의 생리활성

물질은 이른 시간에 p53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하위 유

Fig. 2.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Ulva lactuca 
methanol extracts on the level of CPD. Cells exposed to 
200 J/m2 UVB were post-incubated in growth medium or 
medium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Ulva lactuca 
for 12 h. The level of CPD was determined by IBD. Data 
represent the mean values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p<0.01 versus non-treated (0 
group) UVB-exposed group.

Fig. 3.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Ulva lactuca methanol extracts on the levels of DNA damage response proteins. 
Cells exposed to 200 J/m2 UVB were post-incubated in growth medium or medium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Ulva 
lactuca for 6 h. The levels of p53, p-p53 and p21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Β-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Data represent the mean values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p<0.01 versus non-treated (0 group) 
UVB-expos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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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 p21을 활성화시킴으로써 DNA 상해회복을 촉진시켜 

CPD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세포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판단된다. 
현재 식물 유래 사포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나, 상대적

으로 해양 동․식물 유래 사포닌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참갈파래 추

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등의 단일 성분을 분리하고, 
이들이 GR을 통한 p53 경로의 활성화로 DNA 상해회복을 

촉진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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