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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tracts from Rubus coreanus (RC) and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AP) on DNA damage response in ultraviolet B (UVB)-exposed HaCaT cells. Cell activity upon treat-
ment for 24 h with RC or AP alone was similar to or greater than that of the nontreated control.
When UVB-exposed cells were postincubated for 24 h in medium containing RC or AP, cell activity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Nuclear fragmentation analysis showed that post-
incubation with RC or AP decreased UVB-induced apoptosis by about 20% and 15%, respectively, of
that in cell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When UVB-exposed cells were postincubated for 24
h in medium containing RC or AP, the level of cyclobutane pyrimidine dimer decreased in a concen-
tration-dependent manner.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at treatment of cells not exposed to UVB
with RC or AP alone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levels of phospho-p53 and GADD45 protein.
Interestingly, when UVB-exposed cells were postincubated for 24 h in medium containing RC or AP,
phospho-p53 and GADD45 levels decreased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Our results suggest
that RC and AP extract assist the survival of UVB-exposed cells in parallel with a decrease in levels
of UVB-induced DNA damage and damage-response proteins, such as p53 and GAD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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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외선은 인간 피부 세포에 있어서 해로운 점과 유익한 점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유익한 측면은 피부 진피에서 

비타민 D의 생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로운 측면

은 눈에 만성적인 해를 입히거나 화상, 염증반응, 세포사멸,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32]. 자외선 B는 290-320 nm 파장대

로 피부에 과도하게 조사되면 DNA 상해를 형성하게 만들어 

세포고사 과정을 유도한다. 자외선에 의해 유도된 DNA 상해

는 cyclobutane pyrimidine dimers (CPD)와 같은 특이적인 

DNA 상해를 포함하여, 상해부위를 포함하고 있는 뉴클레오

티드는 절제효소 복합체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DNA 상해는 절제회복을 거치지 않고 세포고사로 이

어진다[27, 31]. 상해를 입은 피부세포에서는 활성산소가 과다 

생성되어 단백질, 지질 그리고 DNA의 산화 과정이 유도되며,

독성 산물을 생산하고 산화적인 상해가 가속화되어 세포고사 

과정이 유도된다[30]. 뿐만 아니라 자외선은 색소침착, 광노화,

화상, 홍반, 암 등 인간 피부 세포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7]

자외선 B를 과도하게 조사하면 DNA 상해 반응이 일어나 

ATM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하위 유전자인 p53을 활성화시켜 

DNA 회복과 세포고사, 세포 주기의 정지를 개시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3, 25]. 자외선 B에 의해 유도된 DNA 상해 반응에서 

p53 유전자가 DNA 회복과 세포 주기 중 G1기에서 정지를 

유도하여 증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인산화된 p53

단백질 등에 의해서 전사가 활성화되는 GADD45 유전자는 

세포의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에 연관된 유전자로 G2/M 기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DNA의 탈 메틸화, DNA 상해 회복을 조

절하여 유전체 안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며, 세포고사에도 

관여한다[9, 29].

복분자(Rubus coreanus)는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해 있는 북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미과에 속하는 넓은 잎의 

낙엽관목이다. 복분자의 성분으로는 tannin, gallotannin, gal-

lic acid, ferulic acid, epicatechin, ellagic acid, antocyanin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2, 5].

Choung과 Lim [8]은 hydroxy radical은 약 60%, superoxide

anion radical은 catechin 보다 약 80% 소거 활성 증가의 결과

를 토대로 복분자 안토시아닌 성분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보

고하였다. 복분자는 또한 전립선과 간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뼈세포의 증식 및 분화

를 촉진하고 결장암 및 전립선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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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며,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14, 18].

쑥(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은 국화과에 속해 있는 

다년생 식물로서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에 넓게 분포 되어 

있다. 쑥은 과민증이나 당뇨병에 대한 완화효과와, 항균 및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 음식과 치료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26, 34]. Jung 등[17]은 쑥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상황버

섯 보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에 

대해 약 60% 정도 소거 활성을 보였고, hydroxy radical의 수

준을 100 μg/ml에서 약 10%로 감소시켰으며, 인간의 위암세

포와 결장암 세포에서 각각 약 70%, 50% 정도 암세포 성장이 

억제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복분자 및 쑥 추출물에서 DNA 상해 반응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HaCaT 세포안에서 자외선 

B에 의해 유도된 DNA 상해반응 즉, 세포고사, DNA 상해 수

준, 그리고 p53 의존성 단백질 수준에 대해 복분자, 쑥 추출물

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

복분자(Rubus coreanus; RC)와 쑥(Artemisia princeps var. ori-

entalis; AP)은 원광허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원료는 시

험 성적서를 통해 기원을 확인하였으며 잔류농약, 잔류이산화

황, 중금속 시험 등의 유해물질 검사에서 모두 적격품임을 확

인 후 제조에 사용하였다. 총 1 kg에 30% 에탄올을 10배수로 

첨가하여 95∼100℃ 3시간 동안 2회 환류 추출 한 후, 추출액

을 25 μm 거름종이로 여과하여 감압농축 하였다. 건조는 60∼

70℃ 감압열풍으로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및 자외선 조사

인간 각질 세포주인 HaCaT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2 mM L-glutamine이 함유되어 있는 RPMI-1640

(Gibco)에서 37℃, 5% CO2 배양기(Sanyo)에서 24시간 배양하

였다. HaCaT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UVB (280-320 mm) 200

J/m2를 조사하고 정상배지 또는 RC와 AP 추출물을 각각 농도 

별로 함유된 배지를 처리하여 적정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활성도 분석

세포 활성도 실험은 3-[4,5-dimethylthiazol-2-yl]-2,5-di-

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Sigm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HaCaT 세포는 96 well multiplate (Nunc)에 각 well

당 1×105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FBS가 

첨가된 새 배지로 교환하고 실험에 사용될 RC와 AP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에서 24시간 처리하였다. 배양 후 phosphate buf-

fered saline (PBS)로 세척한 후 0.5 mg/ml의 MTT 용액 100

ml을 넣고, 4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한 후, 570 nm에서 흡광

도(ELISA reader, ReTiSoft)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정상 대조

군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세포 고사에 의한 핵분절 분석

자외선을 조사한 후 RC와 AP 추출물을 각각 처리하여 핵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고자 DAPI 염색을 수행하였다. 200 J/m
2

UVB를 조사하고 추출물을 각각의 농도 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DAPI 염색하여 형광현미경(Zeiss)으로 관찰하

였다. 결과는 핵이 분절된 세포의 전체 세포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DNA 상해 수준 분석

티민(Thymine)이 연속된 DNA 서열에 자외선이 가해지면 

cyclobutane pyrimidine dimer (CPD)를 형성하게 된다. DNA

상해 수준 분석은 genomic DNA를 추출하고 slot blot을 이용

하여 여과막에 부착한 후 anti-CPD 항체와 반응시킨 이미지의 

광학 밀도를 분석하고 자외선 조사 직후의 CPD 양에 대한 

상대 값을 결정하였다.

Western blot

Lowery 방법에 따라 세포를 용해한 후 얼음에서 20분간 

처리하고 원심분리(12,000 rpm, 5분, 4℃)하여 단백질이 함유

된 상층액만을 회수하였다. 정량한 단백질은 12%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분리시킨 후 Eletroblot system (Bio

Rad)을 사용하여 250 mA로 1시간 동안 polyvinylidene fluo-

ride 막에 옮겼다. TBS-T 완충용액으로 세척하고 5% skim

milk에 놓아두었다. 각각의 항체가 들어있는 항혈청을 block-

ing 용액에 1:1,000으로 희석한 용액을 처리한 후 TBS-T로 세

척하였다. 암실에서 developing solution A와 B를 1:1로 혼합

한 액을 처리한 후 곧 바로 Hyper film을 얹어 10초에서 5분 

동안 노출한 후 현상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 활성도는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복분자

(Rubus coreanus; RC)와 쑥(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AP)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600 μg/ml 농도까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

며, 8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Fig.

1). 배양세포에 자외선(200 J/m
2
)을 조사한 후 24시간 동안 다

양한 농도의 RC와 AP 추출물을 처리하여 세포 유전독성에 

대한 추출물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정상 

대조군보다 약 50% 감소된 세포 활성도는 RC와 AP 추출물 

처리에 의해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교하여 상대적인 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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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tivity of cel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extracts from Rubus coreanus (RC) (white bars) and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AP) (black bars) as de-

termined by MTT assay. *,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0 μg/ml).

A B

Fig. 2. Activity (A) or apoptotic index (B) of cells exposed to UVB (200 J/m
2
) and post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C (white bars) and AP (black bars) extracts. *,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0 μg/ml).

 A B

Fig. 3. Relative levels of CPD in cells nonirradiated (A) or ex-

posed to UVB (200 J/m2) (B) and post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C (white bars) and AP (black
bars) extracts. *,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

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0 μg/ml).

도에서 각각 약 14%, 20%로 증가하였다(Fig. 2A).

자외선에 의한 세포고사에서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포고사 때 나타나는 핵 분절화 현상을 DAPI 염색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포 고사율로 제시하였다(Fig. 2B). 200

J/m
2 자외선을 조사한 후 RC와 AP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여 고농도에서는 각각 약 20,

15% 정도의 세포 고사가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B).

이 결과는 세포 활성도의 결과(Fig. 1, Fig. 2A)와 거의 일치하

는 것으로 보아 RC와 AP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한 세포고사를 

저해하고, 세포를 상해원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

으로 생각된다.

DNA 상해 반응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CPD 잔여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RC와 AP 추출

물만 각각 처리했을 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Fig. 3A), 자외선을 조사한 후 

RC와 AP 추출물을 각각 처리한 경우 정상배지 처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CPD 양이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상대적인 

고농도에서 RC 추출물은 약 17% 정도 감소하고 AP 추출물은 

약 15% 정도 감소하였다(Fig. 3B). 자외선에 의한 세포활성 

억제와 세포고사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DNA 상해 

반응 회복의 효과까지 나타는 것으로 시사된다.

세포 상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phospho-p53, GADD45의 단백질 수준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Fig. 4). RC와 AP 추출물만 각각 처리했을 때 처리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data not

shown). 그러나 자외선을 조사한 후 RC와 AP 추출물을 각각 

처리한 경우 정상배지 처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phos-

pho-p53, GADD45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상대적

인 고농도에서 phospho-p53, GADD45 단백질 발현량을 RC

추출물은 각각 약 53%, 57% 정도 감소시키며(Fig. 4A), AP

추출물은 각각 약 43%, 57%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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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ffects of postincubation for 24 h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C (A) and AP (B) on the levels of phospho-p53 (white
bars) and GADD45 (black bars) proteins in 200 J/m2 UVB-exposed HaCaT cells. Representative western blot products (upper)

of p-p53 and GADD45 protein levels as compared with beta actin protein levels as determined by densitometric measurements

of the band and normalized (lower) to those in non-treated control.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0 μg/ml).

p53 단백질은 상해 받은 DNA를 복구하거나, DNA 상해가 

많을 경우 세포를 고사 시켜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UVB나 

활성산소 등 DNA 상해 요인들에 의해 DNA가 상해 받았을 

경우에 p53 단백질은 ATM 등의 상위 유전자 산물에 의해 인

산화되어 활성화 되고 p53 의존성 신호 전달 및 전사활성화를 

통해 p53 의존성 단백질인 p21, GADD45 등의 수준을 향상시

키는 조절작용을 수행한다. 따라서, p53의 역할은 세포고사뿐

만 아니라 GADD45를 통해 DNA 회복과 연관 됨이 보고되었

다[3, 9, 10].

RC 물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16]를 나타내며, RC 에탄올 

추출물은 UVB 에 의해 상해 받은 인간 피부 섬유아 세포에서 

collagen 단백질의 증가와 MMP 단백질의 감소에 의해 피부 

노화에 대한 방어 효과를 나타냄이 보고되었다[1]. 또한, RC

에탄올 추출물은 전립선 암 세포에서 세포 고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BCl-2, Bax를 조절하여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 및 항

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2]. AP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

물은 DPPH 감소 및 catalase, SOD 활성을 증가시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고[6, 21],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간암세포에서 

세포 손상 및 고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p53, BCl-2 그리고 

Bax를 조절하여 세포 성장 및 주기를 저해시켜 항암효과[6]를 

보이며, 이 외에도 항염효과[4], 지방생성 유전자산물의 감소

를 통한 억제효과[21]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된 phospho-

p53과 GADD45 단백질 발현 증가가 RC와 AP 추출물 각각을 

후 처리한 결과 점차 감소(Fig. 4A, Fig. 4B), DNA 상해 회복에 

관련된 CPD 양의 감소(Fig. 3A, Fig. 3B), 세포 고사율 감소

(Fig. 2B), 세포 활성도 증가(Fig. 1, Fig. 2A) 되는 것으로 보아 

RC와 AP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한 세포고사를 보호하는 효능

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RC와 AP 추

출물이 p53 경로와 관련된 다른 유전자들 예를 들면 p21,

MDM2 등의 발현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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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HaCaT 세포에서 자외선 B에 의해 유도된 DNA 상해반응에 대한 복분자와 쑥 추출물의 효과

이석희
1
·하세은

1
·이준경

2
·박종군

1
*

(1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기초자연과학연구소, 2한풍제약)

본 연구는 복분자와 쑥 추출물이 UVB (자외선-B)에 의한 유전독성의 감소에 효과를 보이는 지를 HaCaT 세포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정상 세포의 세포활성은 복분자와 쑥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자외선을 조사한 세포에 복분자와 쑥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활성을 증가하였다. UVB를 조사한 후 세포의 핵 분절율은 

복분자와 쑥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정상 배양액으로 배양한 대조군에 비해 핵 분절율을 각각 약 20%, 15% 정도 

감소하였다. DNA 상해 회복에 반응하는 cyclobutane pyrimidine dimer (CPD)의 잔여량을 확인한 결과, 복분자

와 쑥 추출만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UVB 조사한 후 복분자와 쑥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정상 배양액으로 배양한 대조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세포 상해에 반응하는 

유전자인 phospho-p53과 GADD45의 단백질 수준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한 결과,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정상 

세포에 복분자와 쑥 추출물만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UVB 조사한 후 복분자와 쑥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phospho-p53과 GADD45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복분자와 쑥 추출물은 UVB에 유도된 DNA 상해와 p53 및 GADD45와 같은 상해 반응 

단백질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UVB에 의해 손상된 세포의 유전독성을 회복하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된다.

30. Piao, M. J., Kang, K. A., Kim, K. C., Chae, S., Kim, G. O.,

Shin, T., Kim, H. S. and Hyun, J. W. 2013. Diphlorethohy-

droxycarmalol attenuated cell damage against UVB radia-

tion via enhancing antioxidant effects and absorbing UVB

ray in human HaCaT keratinocytes. Environ Toxicol Pharmacol
36, 680-688.

31. Surjana, D., Halliday, G. M. and Damian, D. L. 2013.

Nicotinamide enhances repair of ultraviolet radiation-in-

duced DNA damage in human keratinocytes and ex vivo

skin. Carcinogenesis 34, 1144-1149.

32. Visalini, N. S., Smith, D. P., Egger, S., Clements, M. S.,

Rahman, Md. B. and Armstrong, B. K. 2013. The association

of ultraviolet radiation-B (305 nm), season of diagnosis, and

latitude on the survival outcome of prostate cancer in the

high UV environment of Australia. Cancer Causes Control 24,

2005-2011.

33. Xu, D., Yuan, R., Gu, H., Liu, T., Tu, Y., Yang, Z. and He,

L. 2013. The effect of ultraviolet radiation on the trans-

forming growth factor beta 1/Smads pathway and p53 in

actinic keratosis and normal skin. Arch Dermatol Res 305,

777-786.

34. Yun, K. W., Jeong, H. J. and Kim, J. H. 2008. The influence

of the growth season on the antimicrobial and antioxidative

activity in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Indust Crops Prod
27, 6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