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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aT 세포에서 자외선 B에 의해 유도되는 DNA 상해에 대한

국내 수종 자생 식물 에탄올 추출물의 저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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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extracts from Korean plants on the DNA damage response in HaCaT cells exposed 
to ultraviolet B (UVB) were investigated. The activity of cells treated for 24 hr with ethanol extracts from Vaccinium spp. 
(VS), and Vitis vinifera L (VV) alone was similar to that of the non-treated control, but gradually decreased at concentrations 
above 200 μg/mL. However, when post-incubation of UVB-exposed cells was carried out for 24 hr in medium containing 
VS or VV extracts, the cell activity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compared with that in the normal growth 
medium. The cell viability of UVB-exposed cells also increased when post-incubated in medium containing VS or VV 
extract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Nuclear fragmentation analysis showed that post-incubation with VS or VV 
extracts decreased the UVB-induced apoptosis by about 10 and 13%, respectively, of that in cells post-incubated in growth 
medium. After 24 hr of post-incubation in medium containing VS or VV extracts, the level of CPD and 8-OHdG decreased 
in time- and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s.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VS and VV extracts assist the survival 
of UVB-exposed cells,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decrease in the levels of UVB-induced DNA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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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외선은 그 파장에 따라 자외선 A(315~400 nm), 자외선 

B(280~315 nm), 자외선 C(<280 nm)로 구성되어 있다(Behn 등 

2010; Pontin 등 2010). 자외선 B는 자외선 중에서 작은 부분

을 나타내는 자외선으로, 성층권의 오존층의 감소에 따라 지

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B의 양이 증가되고 있다(Pontin 
등 2010; Filip 등 2011b). 자외선 B에 과하게 노출되면 DNA
의 화학적 변형에 의해 DNA 구조 변화와 단백질 합성의 저

해가 초래되고(Rastogi 등 2010), 피부세포에서 활성산소를 생

산시켜 부종, 홍반 그리고 피부암까지 일으킨다(Jang 등 2012). 
인간 피부 세포에서 자외선 B에 의한 산화과정을 통해 활성

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7,8-dihydro-8-oxoguanine(8-OHdG)과 같

은 염기의 상해를 준다거나 formation of pyrimidine(6-4) pyri-
midone photoproducts(6-4PPs)의 형성 및 cyclobutane pyrimidine 
dimers(CPDs)와 같은 상보적이지 않은 피리미딘계 염기끼리

의 결합과 단일 및 이중 가닥의 절단으로 DNA에 상해를 주

게 된다(Duale 등 2010; Matsuda 등 2010; Lano 등 2011; Guo 
등 2013). 자외선에 의해 상해 받은 DNA에 생긴 돌연변이의 

약 70~80% 정도가 CPDs 형성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Mas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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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3). 자외선 B로 인한 DNA 상해 반응으로 인해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고, DNA 회복 메커니즘을 조절하여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세

포 고사로 유도된다(Roy 등 2012; Yin 등 2013).
블루베리(Vaccinium spp.)는 anthocyanins, proanthocyanidins, 

stilbenes, 페놀성 산, 유기산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페놀

성 산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블루베

리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anthocyanins은 활성산소 제거 및 

생물학계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hatua 등 

2013). 또한, 당뇨병,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해 보호를 하며, 비
만 고혈당증, 고인슐린증, 고지혈증 등에 효능이 있음이 알려

져 있다(Liu 등 2011; Bunea 등 2013). 포도(Vitis vinifera L.)는 

갈매나무목에 속해 있으며, polyphenol, catechin, oligomeric 
및 polymeric proanthocyanidins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Filip 등 2011a). 포도 속에 함유되어 있는 polyphenol들은 항

염 및 항산화 효과를 보이며, 항노화 및 항암 효과, 설사, 간
염, 복통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

다(Liu 등 2012; Dai 등 2013; Schrepler 등 2013). 
그러나 상기한 2종의 추출물들의 다양한 효과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자외선에 의한 DNA 상해 수준들의 변화를 직

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2종의 국내 자생 식물의 에탄올 추출물을 자외선을 조사한 

HaCaT 세포에 처리하여 세포 사멸과 DNA 상해 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추출물

블루베리와 포도 추출물은 한풍제약으로부터 공급 받아 사

용하였다(2013.05.20). 시험에 사용된 추출물의 원료는 시험 

성적서를 통해 기원을 확인하였으며, 잔류농약, 잔류이산화

황, 중금속 시험 등의 유해물질 검사에서 모두 적격품임을 확

인 후 제조에 사용하였다(Kim 등 2007; Seo 등 2009). 총 1 
kg에 30% 에탄올을 10배수로 첨가하여 95~100℃ 3시간 동안 

2회 환류 추출한 후, 추출액을 25 μm 거름종이로 여과하여 

감압농축하였다. 건조는 60~70℃ 감압열풍으로 건조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및 자외선 조사

인간 각질 세포주인 HaCaT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2 mM L-glutamine이 함유되어 있는 RPMI-1640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에서 37℃, 5% CO2 배양

기(Sanyo, Osaka Japan)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HaCaT 세포

를 PBS로 세척한 후 UVB(280~320 nm) 200 J/m2를 조사하고, 

정상배지 또는 추출물들을 각각 농도(0~1,000 μg/mL) 별로 함

유된 배지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3. 세포 활성도 분석

세포 활성도 실험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aCaT 세포는 96 well multiplate 
(Nunc-Immuno Plate Maxisorp, Rochester, NY, USA)에 각 well 
당 1×105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FBS
가 첨가된 새 배지로 교환하고, 실험에 사용될 추출물들을 다

양한 농도에서 24시간 처리하였다. 배양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세척한 후 0.5 mg/mL의 MTT 용액 100 μL를 

넣고, 4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한 후, 570 nm에서 흡광도

(ELISA reader, ReTiSoft Inc., Mississauga, Ontario, Canada)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정상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4. 세포 고사에 의한 핵 분절 분석

자외선을 조사한 후 추출물들을 각각 처리하여 핵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고자 DAPI 염색을 수행하였다. 200 J/m2 UVB
를 조사하고, 추출물을 각각의 농도 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

안 배양한 후 DAPI 염색하여 형광현미경(Zeiss vision, Jena,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결과는 핵이 분절된 세포의 전체 

세포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5. DNA 상해 수준 분석

DNA 상해 수준 분석은 genomic DNA를 추출하고, slot blot
을 이용하여 여과막에 부착한 후 anti-cyclobutane pyrimidine 
dimers(CPD) 또는 anti-7,8-dihydro-8-oxoguanine(8-OHdG) 항

체와 반응시킨 이미지의 광학 밀도를 분석하고, 자외선 조사 

직후의 CPD과 8-OHdG의 양에 대한 상대 값을 결정하였다.

결 과

1. 자외선에 의한 세포 활성도 측정

세포 활성도는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
zolium bromide(MT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Kim 등 2010). 추
출물들을 처리했을 때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대적인 고농도(500~ 
1,000 μg/mL)에서 세포 활성도를 감소시켰다(Fig. 1). 배양세

포에 자외선(200 J/m2)을 조사한 후, 24시간 동안 추출물들을 

처리하여 자외선에 의해 유도된 DNA 상해 반응에 대한 추출

물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VS(Fig. 1A)와 VV(Fig. 
1B) 추출물의 경우, 200 μg/mL에서는 각각 15, 17% 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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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tivity of cells nonirradiated (open circles) or 
exposed to UVB (200 J/m2) (closed circles) and post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VS (A) and VV (B) extracts. 
*,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
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0 μg/mL).

하였으나(Fig. 1). 상대적인 고농도(500~1,000 μg/mL)에서는 

세포 활성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자외선에 의한 세포 고사 효과 분석

자외선에 의한 세포고사에서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 세포고사 때 나타나는 핵 분절화 현상을 DAPI 염색을 통

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포 고사율로 제시하였다(Fig. 2). 
200 J/m2 자외선을 조사한 후 추출물들을 농도 별로 처리한 

결과, VS, VV 추출물의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여 고농

도에서는 각각 10, 13% 정도 세포 고사가 저해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Fig. 2). 

Fig. 2. Cells were exposed to UVB light or not and 
post-incubated for 24 hr in growth medium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VS or VV. Original magnification, 
×200. Apoptotic index of cells nonirradiated or exposed to 
UVB (200 J/m2) and post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VS (A), VV (B). *,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0 μg/mL).

3. 자외선에 의한 DNA 상해 회복 수준 분석

DNA 상해 반응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CPD와 8-OHdG 잔여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CPD의 잔여

량을 측정한 결과, VS(Fig. 3A)와 VV(Fig. 3B) 추출물만 각각 

처리했을 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외선을 조사한 후 VS와 VV 추출물을 

처리한 후 다양한 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의 경우, 정상배지 처리

군에 비해 상대적인 고농도(200 μg/mL)를 24시간 동안 배양한 

Fig. 3. Effect of VS (A) and VV (B) on the removal 
of CPD in HaCaT cells. Cells were exposed to UVB (200 
J/m2) and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GM; open 
circles), or medium containing 100 μg/mL (closed circles) and 
200 μg/mL extract (open triangles) for various time periods. 
Relative levels of CPD were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data point represents the mean±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wth medium postincubation (open circles (A, B)).

Fig. 4. Effect of VS (A) and VV (B) on the removal 
of 8-OHdG in HaCaT cells. Cells were exposed to UVB 
(200 J/m2) and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GM; 
open circles), or medium containing 100 μg/mL (closed circles) 
and 200 μg/mL extract (open triangles) for various time periods. 
Relative levels of 8-OHdG were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data point represent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wth medium postincubation (open 
circl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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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각 18% 정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8-OHdG
의 잔여량도 CPD 잔여량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Fig. 4). 
자외선을 조사한 후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상대적인 고농도

에서 각각 16, 23% 정도 감소하였다. 

고 찰

상기한 2종의 국내 자생 식물인 블루베리(Vaccinium spp.; 
VS)와 포도(Vitis vinifera L.; VV)의 에탄올 추출물을 자외선

을 조사한 HaCaT 세포에 처리하여 세포 사멸과 DNA 상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VS와 VV 
추출물에는 anthocyanins, flavonoid과 polyphenol 등이 포함되

어 있다. 그 중 antocyanins은 저농도(200~400 μg/mL)를 처리

했을 땐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

킴이 보고되었다(Dai 등 2013). Liu 등(2011)은 VS 에틸아세

틸 추출물만 처리한 결과, 120 μg/mL에서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약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Liu 등 2011). 또한 Wang 등(2005)과 Pang 등(2010)은 산화

적 스트레스원을 처리한 후 VS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약 

30~40% 정도 세포 활성도가 증가를 통한 항산화 효과를 보

고하였으며(Wang 등 2005; Pang 등 2010), Bae 등(2009)은 자

외선을 조사한 후 anthocyanin이 풍부한 VS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세포활성도 증가 및 phospho-p53 발현

량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아, 자외선에 의한 세포고사가 p53 
유전자의 조절을 통해 저해됨을 보고하였다(Bae 등 2009;  Filip 
등 2011a). 또한 Dutot 등(2008)은 polyphenol이 풍부한 VS 추
출물을 처리한 결과, 세포 활성도 증가, 산화적 스트레스 감

소와 세포 고사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저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Dutot 등 2008). Tyagi 
등(2013)은 포도씨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한 경우, 배양한 시

간 의존적으로 세포 고사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Tyagi 등 

2013). 그러나 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형성되는 광생성

물인 CPD와 8-OHdG의 잔여량을 통해 DNA 상해 반응에 대

한 저해효과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CPD 
및 8-OHdG의 분석을 생존율 및 세포 고사 분석과 동시에 수

행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VS와 VV 추출물의 경우, 세포 활

성도(Fig. 1) 증가, 세포 고사율 감소(Fig. 2), CPD(Fig. 3)와 

8-OHdG(Fig. 4)의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아 VS와 VV 추출물

이 자외선에 의한 세포고사를 보호하고, DNA 상해반응을 저

해하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연구에는 VS와 VV 추출

물이 p53 유전자 및 p53 경로 유전자들, 예를 들면 GADD45, 
p21, MDM2 등의 발현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

하고, VS와 VV 추출물의 성분 중 DNA 상해반응을 저해시키

는 성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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