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30. No. 4, 673~680 (2017)
https://doi.org/10.9799/ksfan.2017.30.4.673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673 -

DNA 사슬 종결형 항암제인 플루다라빈에 의해 유도된 세포독성에 대한

아로니아-홍삼 에탄올 혼합 추출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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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udarabine, a chain terminating anti-cancer drug, is a purine analogue that causes DNA strand breaks in normal cells. 
In this study, we determined if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extract mixture reduce cytotoxicity of fludarabine. 
Treatment of HaCaT cells with 10 μM of fludarabine for 24 hours decreased cell viability and increased DNA strand breaks. 
Treatment of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extract mixture for 24 hours increased cell viability as compared 
with single extract treatment. The protective effect of these extracts on cell activity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DNA strand breaks induced by fludarabine decreased as concentration of extract mixture increased. p-H2AX level, 
a marker of DNA strand breakage, decreased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extract mixture. The effect of mixed extract 
of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on DNA damage is due to the anti-oxidative effect of A. melanocarpa and 
signal transmission through glucocorticoid receptor upon binding of saponin of Korean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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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염물에 의해 

발생되는 유전자 상해에 대한 관심도 같이 증가되었다. 환
경오염 물질은 다양한 종류의 자연발생물질 또는 인공물

질과 합성화학물질 등이 있다.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은 세포 내에서 DNA나 단백질에 변성을 유도하여 기능 소실

을 유도한다(Landvik 등 2010; Watanabe 등 2010; Tung 등 

2012; Hemming 등 2015). 오염물질은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상해반응에 대항하는 방어기작에 대한 

연구 및 회복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Tan & 

Schimer 2017).
DNA 상에 발생하는 상해는 메틸화 및 에틸화 등의 염기

서열 변이 외에도 단일 가닥 절단이나 이중 가닥 절단을 유

발한다(Ciccia & Elledge 2010). DNA에 발생된 상해는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고, DNA 회복 메커니즘의 조절을 통해 회

복을 유도한다(Ventura 등 2017). 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높을 

경우, DNA의 회복 과정이 아닌 세포고사 메커니즘으로 유도

된다(Pietenpol & Stewart 2002; Haupt 등 2003; Wang 2016).
합성화학물질은 농업, 가정용품, 의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

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노출될 경우, 유전적 돌연변이 및 질

병을 유도하기 때문에 정확한 활용법 및 적절한 사용량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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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 합성화학물질인 fludarabine은 1968년 생산된 물

질로 강력한 알킬화제 물질이며, 림프성 백혈병에 효율적인 

약물로서 사용되고 있다(Rai 등 2000). 또한 다른 약물들과 

혼합하여 무통성 비 호킨즈 백혈병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맥

주사 또는 구강을 통해 투여한다. Fludarabine은 퓨린 유사체

로 DNA 중합효소와 상호작용하여 DNA 합성을 저해한다

(Carbone 등 2001). 또한 분열 중인 세포와 휴지기의 세포에

도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세포 및 암세포에 독성을 나타내

어 세포고사를 유도한다(Faria 등 2006). 또한 fludarabine은 세

포 내에서 단사절단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통해 스트레스

를 유발한다(Rosato 등 2008).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낙엽관목이며, 열매는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된다(Chung 
HJ 2014).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polyphenol, fla- 
vonoid, resveratrol, quercetin, 다양한 미네랄류를 함유하고 있

다(Jeong 등 2016).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배당체의 형태

로 존재하고 있으며, 항산화 효과, 혈당조절, 심혈관질환 저해

효과, 면적조절기능 등 만성질환 예방효과가 있다(Oszmianski 
& Wojdylo 2005; Chung HJ 2014; Kardum 등 2014; Park HM 
2014; Stanisavljević 등 2015; Park 등 2017). 생과는 떫은맛이 

강해 생과를 직접 섭취하지 않고, 다양한 가공을 통해 섭취

한다(Hwang & Thi 2014).
인삼(Panax ginseng)은 오가피나무과 인삼속에 속하는 다

년생 초본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권에서 오랫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홍삼은 보통 6년근의 좋은 인삼을 말려서 사용하는 것

으로, 말리는 과정을 통해 인삼의 유효성분이 농축되고 보관 

및 복용이 용이하여 인삼의 가공법으로 이용되어 왔다(Choi 
등 2010; Jiménez 등 2017). 또한 인삼은 면역증진, 항암, 항노

화, 간 기능회복, 콜레스테롤 및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보고

되어 왔다(Kim 등 2005; Teng 등 2017; Yuan 등 2017). 그리고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류는 세포내에 p53의 수준을 높여 

DNA 상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Ha 등 

2010).
기존 연구(Ha 등 2010) 및 본 연구자의 미발표 실험결과를 

기초로, fludarabine에 의해 유발된 활성산소가 아로니아 추출

물에 의해 감소되고, 홍삼 사포닌이 fludarabine의 상해를 감

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각질형

성 세포주인 HaCaT 세포에 fludarabine을 처리하여 DNA 절
단을 유도한 후, 아로니아와 홍삼 혼합 추출물이 세포독성과 

DNA 절단의 회복에 보호효과를 보이는 것을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아로니아와 홍삼 추출물은 건조시료

의 20배량의 70% ethanol로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여 여과지(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한 후, 여과

액을 회전 진공증발기(Eyela, Tokyo, Japan)로 감압농축기

(Buchi,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50℃에

서 동결건조기(Ilshinbiobase, Dongducheon, Korea)를 사용하

여 건조시켰다. Fludarabine은 Selleckchem(Houston, Texas, 
USA)에서 구입하였고, p-H2AX 항체는 Cell signaling(Danvers, 
Colo- rado,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및 시료처리

인간 각질 세포주인 HaCaT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과 2 mM L-glutamine이 함유되어 있는 RPMI-1640(Gibco La- 
boratories, Gaithersburg, Maryland, USA)을 사용하여 37℃, 5% 
배양기(Sanyo, Osaka, Japan)에서 fludarabin을 선처리 후 아로

니아와 홍삼 각각 단일 추출물 또는 혼합 추출물을 처리하였

다. 혼합 추출물의 제작은 각각의 추출물을 추출한 후, 두 개

의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혼합 추출물의 배합은 

아로니아와 홍삼을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세포에 처리하

였다. 각각 단일 추출물 또는 혼합 추출물을 다양한 혼합비

율(1:9, 2:8, 3:7, 4:6, 5:5, 6:4, 7:3, 8:2, 9:1), 시간별(3, 6, 9, 
12, 15, 18, 21, 24 h) 및 농도별(100, 200, 500, 1,000 μg/mL)로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3. 세포 활성도 분석

세포 활성도 분석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Sigma Aldrich, Saint Louis, Missouri, 
USA)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HaCaT세포를 96 well multiplate 
(SPL, Pocheon, Korea)에 각 well 당 1×105개의 세포를 처리하

고, 24시간 배양 후 FBS가 첨가된 새 배지와 시료로 채우고, 
24시간 및 시간별로 배양하였다. Phosphate buffered saline으
로 세척한 후 0.5 mg/mL의 MTT용액 100 μL를 넣고, 4시간 동

안 37℃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4시간 후 MTT용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Dimethyl sulfoxide(DMSO)(Sigma Aldrich, Saint 
Louis, Missouri, USA) 200 μL를 처리하여 formazan을 완전히 

녹인 후 57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ELISA reader(Retisoft Inc, 
Mississauga, Ontario, Canada)로 측정하여 수치를 정상 대조군

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 후 비교하였다.

4. DNA fragmentation
HaCaT세포에서 시료 처리 후 nuclei lysis buffer를 처리하

고, 4℃에서 30분 처리 후 PCI(Usb, Cleveland, Mississippi, USA)
를 통해 상층액을 분리하였고, 상층액과 동량의 isopro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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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different extract ratio(A:K) on the cell 
viability in fludarabine(10 μM)-exposed HaCaT cells. Cells 
were exposed to 10 µM fludarabine for 24 h and then cultured 
for 24 h in medium without(GM) or with containing extracts 
(500 μg/mL) with different ratio of A. melanocarpa extract 
to P. ginseng extract. Cell viabil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 
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Daejung, Siheung, Korea) 처리하여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DNA를 분리를 진행하였고, 분리된 DNA를 absolute ethanol 
(Daejung, Siheung, Korea) 1 mL를 처리하여 순수한 DNA를 

수거하여 D․W 50 μL에 녹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TAE buffer
와 2% alkaline agarose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Mupid CO, 
Tokyo, Japan)을 진행하고, transilluminator(UVP, Upland, Cali- 
fornia, USA)로 확인하였다. DNA 크기 측정은 이미지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DNA의 양을 비교하였다.

5. Western Blot
HaCaT세포에 각각 시료를 처리하고, 농도 및 시간별 처리

하고, Lowery 방법에 따라 protein prep buffer(Intron, Seongnam, 
Korea)를 세포에 처리하고, 4℃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2,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SDS- 
PAGE(Bio-rad, USA)에서 분리시킨 후 Electroblot system 
(BioRad, Hercules, California, USA)을 사용하여 250 mA로 1
시간 동안 0.45 μm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PVDF) 
(Milipore, Darmstadt, Germany)에 옮긴 후 TBS-T 완충용액으

로 세척하고, 5% skim milk에 상온에서 30분 놓아두었다. p- 
H2AX(Abcam, Cambridge, UK)을 1:1,000의 비율로 희석한 시

약을 처리하여 4℃에서 12시간 방치하였다. TBS-T 완충용액

으로 15분간 3번 세척한 후 2차 rabbit 항체를 사용하여 4℃
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TBS-T 완충용액으로 15분간 3번 세

척하였다. 암실에서 developing solution(Elpis, Deajeon, Korea) 
A와 B를 1:1로 혼합한 액을 처리한 후, 곧 바로 Hyper film 
(Fuji, Tokyo, Japan)을 얹어 10초에서 5분 동안 노출한 후 현

상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

으며, Sigmaplot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고, p< 
0.05, p<0.01일 경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
포 활성도에 대한 추출물들의 효과(Fig. 2)는 SPSS package 
(release 8.01)를 이용하여 two-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였

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평
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홍삼과 아로니아는 단일 추출물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많은 기전이 밝혀져 왔으나, 홍삼과 아로니아 혼합 추출

물을 사용하여 DNA 절단의 회복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DNA 상해요인으로 fludarabine
을 24시간 처리한 후, 혼합 추출물을 처리하여 세포 활성도

와 DNA 가닥 절단 및 그 바이오마커인 H2AX 분석을 수행

하였다.

1. 세포 활성도 측정

세포에 fludarabine 10 μM을 24시간 처리한 후 다양한 배합

의 아로니아와 홍삼 혼합 추출물 500 μg/mL를 비교하였다. 
아로니아나 홍삼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일 추출물의 세포

생존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6:4
의 아로니아와 홍삼 혼합 추출물 비율이 가장 높은 세포 활

성도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6:4의 아로니아와 홍삼 혼합 

추출물의 농도 500 μg/mL를 최적 농도로 하여 다른 실험에 

이용하였다(Fig. 1).
세포에 fludarabine을 처리한 후 아로니아(A)와 홍삼(K) 추

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은 농도의 

증가에 따라 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500 μg/mL 이상 농도에

서 소량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아로니아 6: 홍삼 

4의 혼합 추출물(A+K)을 각각의 시료를 단일로 처리한 것

보다 더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혼합시료는 농도 의존

적으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으나, 500 μg/mL의 농도에서 

1,000 μg/mL의 농도와 세포 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Fig. 2).
Fludarabine을 처리하고, 홍삼과 아로니아 혼합 추출물을 

500 μg/mL로 처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포 활성도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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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single or combined treatment with A. 
melano-carpa(A) and Korean red ginseng(K) extract on the cell 
viability in fludarabine(10 μM)-exposed HaCaT cells. Cells were 
exposed to 10 μM fludarabine for 24 h and then cultured in 
medium for 24 h containing single A. melanocarpa or P. ginseng 
extract or extract combination(A+K). Cell viabil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value is the mean± 
S.D. of at least triplicate different experim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two-way ANOV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a~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Time-dependent effects of combined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extract mixture(A+K) on the viability 
in fludarabine(10 μM)-exposed HaCaT cells. Cells were exposed 
with fludarabine(10 μM) and then incubated with extract mixture 
(A+K) (500 μg/mL) for various time period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 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찰하였다. 세포 활성도는 배양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고, 
21시간에 가장 높은 세포 활성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홍삼과 아로니아는 세포에 주어진 상해를 빠르게 

회복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홍
삼과 아로니아 혼합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활성도가 더 증

가한 것으로 보아, 서로 시너지 작용을 통하여 각각의 추출물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Fig. 3).

2. DNA fragmentation
세포에 10 μM의 fludarabine을 처리한 후 DNA를 추출하여 

상해 정도를 비교하였다. Fludarabine만을 단일 처리한 군을 

기준으로 홍삼 및 아로니아 혼합 추출물을 농도 의존적으로 

처리하여 세포내 DNA사 절단 회복율을 비교하였다(Fig. 4). 
Fludarabine의 처리는 정상대조군(lane 1)보다 DNA 가닥 절단

의 증가에 의한 짧은 크기의 DNA 단편들이 증가하였다(lane 
2). Fludarabine을 24시간 처리한 후 혼합 추출물(A+K)의 처

리는 농도 의존적으로 DNA 단편의 크기를 증가시켰다

(lanes 3~6). 고농도로 갈수록 정상적인 크기의 DNA의 비율

이 증가하였다. 500 μg/mL의 혼합물 농도에서는 fludarabine 
단일 처리군보다 정상적인 크기의 DNA비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Fludarabine을 24시간 처리한 후 아로니아와 홍삼 혼합 추

Fig. 4. Effects of combined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extract mixture(A+K) on DNA fragmentation in flu- 
darabine(10 μM)- exposed HaCaT cells. Cells were exposed to 
fludarabine and then incubated in medium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extract mixture. DNA fragmentation was analys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출물을 500 μg/mL를 처리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DNA 가닥 

절단의 회복을 Fig. 4의 전기영동 시간인 12시간의 2배인 24
시간 동안 전기영동하여 분석하였다(Fig. 5). Fludarabine 처
리에 의해 감소된 DNA 길이는 혼합 추출물 처리시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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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dependent effects of combined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extract mixture(A+K) on DNA 
fragmentation in fludarabine(10 μM)-exposed HaCaT cells. 
Cells were exposed to fludarabine and then incubated with 
extract mixture(500 μg/mL) for various time periods. DNA 
fragmentation was analys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p-H2AX

β-actin

Fig. 6. Effects of combined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extract mixture(A+K) on p-H2AX in fludarabine(10 μM)- 
exposed HaCaT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fludarabine and 
then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extract mixture. 
Western blot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1~24 시간에서 최대치

를 나타내었다.

3. Western blot
H2AX 단백질은 DNA상에서 상해가 발생되면 증가하는 

단백질로서 DNA 절단인지 단백질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
라서 p-H2AX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DNA 내에 절단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회복이 

진행되어 안정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세포에 10 μM 
fludarabine을 24시간 할 경우, 정상대조군에 비해 6배 정도의 

p-H2AX의 수준이 증가되었다(Fig. 6, lane 2). 홍삼 및 아로니

아 혼합 추출물(A+K)을 500 μg/mL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농

도 증가에 따라 p-H2AX의 수준이 감소하였다(lane 6).
Fludarabine(10 μM) 24시간 처리에 의해 증가된 p-H2AX 수

준이 홍삼과 아로니아 혼합 추출물(A+K, 500 μg/mL)의 처리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Fig. 7). 
Fludarabine 처리에 의해 정상대조군(lane 1)보다 약 6배 증가

한 p-H2AX의 수준(lane 2)은 혼합 추출물 후처리 시간 경과

에 따라 감소하여(lanes 3~9), 24시간의 경우, 약 50% 정도로 

감소하였다(lane 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홍삼과 아로니아의 혼합 추출물이 

fludarabine에 의해 발생된 DNA사 절단에 대한 회복 능력이 있

p-H2AX

β-actin

Fig. 7. Time-dependent effects of combined A. melanocarpa 
and Korean red ginseng extract mixture(A+K) on p-H2AX 
in fludarabine(10 μM)-exposed HaCaT cells. Cells were ex- 
posed to fludarabine and then incubated with extract mixture 
(500 μg/mL) for various time periods. Western blot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 
present the mean±S.D. of at least triplicate experiments. * p< 
0.05 and ** p<0.01, respectively, versus groups post-incubated 
with growth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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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DNA사 절단의 빠른 회복을 통해 세포가 

세포고사의 진행을 막아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Fludarabine과 같은 환경독성물질에 대해 발생하는 

세포내 상해반응에 대해 아로니아와 홍삼 혼합 추출물의 처

리는 세포에 좋은 보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현재 환경독성 물질에 대한 관심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성화

학물이 아닌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이용한 식품 소재들

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Efeyan 등 2015; Shin & Shon 2015).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회사에서 천연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으로 식품시장의 규

모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아로니아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매우 인체에 유익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아로니아 과실의 맛이 떫어 과실 자체로 섭취하기보다

는 제품을 통하여 섭취가 이루어진다(Olas 등 2008; Hwang & 
Thi 2014).

환경오염물질은 세포내 손상 및 세포내 물질을 변화 및 기

능 소실을 유도한다(Landvik 등 2010; Tung 등 2012; Hemming 
등 2015). 오염물질의 분자적 기능 외에 세포내에서 상해를 

유발하면서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데 세포내에서 상해가 강

할수록 활성산소의 발생량은 많아진다(Fujisawa 등 2004). 시
료로 사용된 홍삼과 아로니아는 각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아로니아는 flavonoid, resveratrol, polyphenol과 같이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Jeong 등 2016). 오염물

질로 인해 DNA상에 발생된 상해로 인해 증가된 활성산소는 

아로니아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들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Jeong 등 2016). 홍삼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사포

닌은 다양한 효능에 대해 밝혀지고 있다(Teng 등 2017; Yuan 
등 2017). 사포닌은 p53과 같은 DNA 상해반응에 반응하는 단

백질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등 2015). 
그렇기 때문에 DNA 상해가 세포내에서 유도되게 되면 홍삼

을 처리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더 빠른 회복능력을 가지

게 된다(Ha 등 2010; Zhang 등 2015). 아로니아와 홍삼의 서로 

다른 세포내 기작을 이용하여 DNA 발생되는 염기 또는 가닥

에 대한 상해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활성산소에 대해 각

각의 시료를 처리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Zhang 등 2015; Jeong 등 2016). 이와 같이 서로 다

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 또는 물질을 사용하여 서

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에 대해 밝히는 것은 식품의 조합을 구

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로니아의 효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홍삼

을 이용하여 아로니아의 효능을 더욱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아로니아와 홍삼은 각각 단일로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

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tanisavljevic 등 2015; 
Zhang 등 2015; Jeong 등 2016; Park 등 2017). 아로니아와 홍

삼을 단일 추출물로서가 아닌 두 개의 시료 혼합을 통해 단

일 추출물처리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두 개의 시

료를 혼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홍삼에 대한 연구는 활발

하나, 상대적으로 아로니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

이며, 아로니아 복합추출물이나 홍삼의 복합추출물 외에도 

아로니아가 함유하고 있는 flavonoid, resveratrol과 같은 구성

물질에 대한 세포주의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로니아와 홍삼의 혼합 추출물이 fludarabine

의 세포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HaCaT 
세포에 fludarabine 10 μM을 24시간 처리하면 세포활성이 

감소하고, DNA 가닥 절단이 증가하였다. 아로니아와 홍삼

의 혼합 추출물을 24시간 처리하면 각각의 단일 처리보다 

fludarabine에 의해 감소된 세포 활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
러한 혼합 추출물의 세포 활성 보호효과는 추출물의 농도

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fludarabine에 의해 발생된 

DNA 가닥 절단은 혼합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였다. 또한 DNA 가닥 절단의 표지 인자인 p-H2AX의 양이 

혼합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DNA 상해에 대

한 아로니아와 홍삼 혼합 추출물의 효과는 아로니아의 항산

화 효과와 홍삼의 glucocorticoid 수용체를 통한 신호전달의 

상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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