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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extracts of Ginko biloba’s outer seed coat, their anti-
oxidative effects, and their ability to protect against DNA damage due to hydrogen peroxide (H2O2) 
treatments in cultured human keratinocyte (HaCaT) cells. The bioassays applied for determining the 
antioxidant effects of a G. biloba outer seed coat water extract (GOSWE) and a G. biloba outer seed 
coat methanol extract (GOSME) included the DPPH and H2O2 radical scavenging assays. Our results 
revealed that GOSME had higher activity than GOSWE against H2O2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in vitro and in vivo bioassays. Treatment with GOSM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viability of 
H2O2-treated HaCaT cells. GOSME’s ability to protect against DNA damage was observed via the 
analysis of plasmids in vitro and genomic DNA in H2O2-treated HaCaT cells. According to our data, 
GOSME is able to protect HaCaT cells from H2O2-induced DNA damage and apoptosis by blocking 
cellular damage related to oxidative stress. In conclusion, our study indicated GOSME might serve 
as a novel agent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skin disorders caused by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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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의 피부는 몸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장벽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인간은 평생 동안 많은 내외부

자극에 노출되며 활성 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의 발생을 

보면 백혈구에 의한 세균제거, 격렬한 운동, 과도한 스트레스, 

물질대사, 흡연, 자외선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자외선(ultra-

violet radiation, UV) 같은 경우 파장에 따라 A, B 및 C의 3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외선 B(UVB 방사선(radiation), 

파장: 280-320 nm)는 피부세포의 지질, 단백질 및 DNA에 심

각한 손상을 유발하여, 피부암, 면역시스템 억제, 세포사멸 또

는 돌연변이 유발에 의한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 

피부에 유해작용을 일으킨다[1, 4]. 위에서 언급한 환경적 요인

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는 피부세포의 지질(lipids), 단백질

(proteins) 및 DNA와 같은 세포 성분들에 산화적 손상(ox-

idative damage)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피부노화를 촉진시키

며 또한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3, 10]. H2O2는 활성산소종

의 하나로 세포 생장과 소멸 그리고 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더욱이, H2O2는 불안정한 특성때문에 

주위 물질과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UV와 같은 환경

적 요인의 지속적 피부 노출은 피부세포에서 H2O2 같은 활성

산소의 과도한 생성으로 이어져 피부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

에 의해 DNA와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어 피부노화를 가속화

한다[8, 10, 12]. ROS로 인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

기 위한 수많은 항산화물들이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면 

(-)epigallocatechin-3-gallate 및 resveratrol 등이 UVB로 인한 

피부 손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10, 20, 24]. 하지

만, 천연 추출물을 이용하여 자외선에 의한 피부세포 DNA 

손상 방지에 대항하는 소재나 제품 개발은 미약한 실정이다. 

은행나무(Ginkgo biloba)는 행자목이라고도 하며 겉씨 식물에 

속하는 낙엽 활엽수로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지에 고루 분포한

다. 9 내지 10월경에 열리는 황색의 은행 종자는 크게 바깥쪽 

육질층(외종피, sarcotesta 혹은 G. biloba outer seedcoater)과 

딱딱한 중간 껍질(후벽내종피, sclerotesta), 그리고 그 안쪽의 

얇은 껍질(내종피, endotesta)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에는 간

놀, 펙틴, 히스티딘, 전분, 단백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침을 멎게 하며[13], 레시틴을 함유하

고 있어 신경세포막을 보호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11, 12, 

17]. 또한 ginkgolide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여러 독소를 제거

하는 효과가 있다[5]. 무기질 P, Ca와 비타민 A, 비타민 C 및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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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나이아신 등을 함유하고 있다[17]. 그 외에도 혈액순환촉

진[21] 및 혈관확장작용[21], 항균작용[19] 등에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은행 잎이나 은행내종피가 약용 또는 식용

되고 있다[18]. 하지만, 내종피를 감싸고 있고 육질층을 형성하

며 냄새의 원인으로 버려지는 은행외종피(G. biloba outer 

seedcoat)에 대한 기능성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은행외종피가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외종피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탐색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에서 탐색한 기능성은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H2O2의 공격으로부터 DNA의 손상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만

드는 소재로의 활용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재료  방법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제조

은행은 부산시 연제구 토곡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영재교

육진흥원에 있는 은행나무로부터 가을철 노란색을 띄며 땅에 

떨어진 은행열매를 회수하여 사용하였다. 은행외종피 물 추출

물(G. biloba outer seedcoat water extract, GOSWE)의 제조는 

먼저 외종피을 세척하고 내종피를 제거한 뒤 실온에서 건조하

여 사용하였다. 1 kg의 외종피에 물 1 l를 첨가하고 100℃에서 

2시간 동안 열수 추출을 한 후 이를 냉각시킨 뒤 와트만 여과

지로 여과하여 여액을 수득하였다. 은행외종피 메탄올 추출물

(G. biloba outer seedcoat methanol extract, GOSME)의 제조는 

1 kg의 외종피에 메탄올 1L를 첨가하여 60℃에서 4시간 동안 

추출을 하였다. 이후, GOSWE는 동결건조 과정을 거쳤고 

GOSME는 회전 감압농축기로 감압 농축 후 중량을 측정하여 

최종 mg/ml 농도로 DMSO에 녹여 사용하였고 시료를 처리 

할 때에는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세포는 HaCaT 세포를 사용하였고 100 μg/ml 스트렙토마

이신과 페니실린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

dium (Gibco Inc, Grand Island, NY, USA)에 10% fetal bovine 

serum (Gibco Inc, USA)을 첨가된 배지를 이용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 평가 

추출물을 이용하여 안정한 자유 라디칼종인 DPPH에 대한 

소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7]. GOSWE와 GOSME (0, 25, 

50, 100 μg/ml) 40 μl와 300 μM DPPH 용액 760 μl를 E-tube에 

넣고 37℃에서 30분간 암소에서 반응 후 100 μl의 반응물을 

마크로플레이트에 분주 후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함량은 시료 첨가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를 

%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 소거능

과산화수소 라디칼 소거활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6]. 즉, 0.1 M 인산염 완충액(pH 5.0) 100 μl, GOSWE와 

GOSME (0, 25, 50, 100 μg/ml) 40 μl, 1 mM 과산화수소 60 

μl를 섞은 후 37℃에서 5분간 반응하였다. 5분 후 1.25 mM 

ABTS 400 μl와 400 μl peroxidase (1 unit/ml)를 혼합물에 넣

고 37℃에서 10분간 반응한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비타민 C는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과산화수소 라디

칼 함량은 시료 첨가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를 % 값으로 환

산하여 나타내었다.

H2O2에 의해 유발된 손상 라스미드 DNA의 회복실험

GOSME를 이용하여 과산화수소에 의해 손상된 플라스미

드 DNA의 회복실험은 Ogasawara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진행

하였다[14]. 즉, 사용한 DNA로는 pcDNA 3.1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였다. DNA 손상 유도는 과산화수소의 hydroxyl radi-

cal 변환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즉 

Hydroxyl radical 생성은 50 μM H2O2, 5 μM FeCl3, 25 μM 

EDTA, 10 μM ascorbic acid, 0.5 μg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

하였고 반응 부피는 PBS (pH 7.4)로 최종 0.5 ml이 되게 맞춘 

후 37℃에서 20분간 반응하였다. 혼합시 염화철은 EDTA와 먼

저 섞었으며 ascorbic acid을 첨가하면서 반응을 시작하였다. 

HaCaT 세포 생존능 분석

본 실험은 Kang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9]. 세포 생

존은 96 AQueous One Solution 세포증식검정(MTS) (Prome-

ga, Fitchburg, WI, USA)방법으로 의해 세포독성을 결정하였

다. 먼저 H2O2에 대한 세포 생존을 알아보기 위해 HaCaT 세포 

(5×105)를 96-웰 플레이트에 넣고 다양한 농도(0, 0.05, 0.1, 1 

mM)의 H2O2와 1 mM FeSO4를 각 웰에 첨가 후 37℃에서 24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또한, 과산화수소에 대하여 GOSME의 세

포 생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aCaT 세포(5×105)를 

96-웰 플레이트에 넣고 0, 25, 50, 75, 100 μg/ml의 GOSME를 

각 웰에 넣은 후 37℃에서 30 분간 배양하였다. 이후, 1 mM 

H2O2와 1 mM FeSO4를 각 웰에 첨가 하였고 37℃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5% MTS를 96-웰 플레이트에 첨

가하고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시간 후, 490 nm의 파장에서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독기(Bio-Rad, Hercules, CA, USA)를 이

용하여 판독하였다.

Phase-contrast microscopy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과산화수소에 대한 보호효과를 보기 

위해 HaCaT 인체 keratinocytes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기위

해 inverted light microscope (IX2-SLP Olympus, JP)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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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Ginko biloba outer seedcoat methanol extract (GOSME) on DPPH scavenging activity.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Positive control is Vc (Vitamin C). # p<0.05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mple without extract 

and extracts-treated samples.

세포 게놈 DNA 손상실험

본 실험은 Cho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2]. HaCaT 

세포(2×106)는 6-well plate에서 24시간 37℃에서 배양하였다. 

100 μg/ml GOSME를 30분간 세포에 처리 후 1 mM FeSO4와 

1 mM H2O2를 넣고 1시간 더 반응하였다. 1시간 뒤 세포를 

회수 하여 1,2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제거

하였다. 게놈 DNA분리를 위해서는 DNAzol(Molecular Re-

search Center (Cincinnati, OH, USA))을 이용하였다. 0.5 ml 

DNAzol을 펠렛에 넣고 피펫팅으로 세포를 용해하였다. 세포 

용해 후 원심분리 하였으며 상등액에 5 μl RNase A 를 넣고 

60 분간 55℃에서 반응하였다. 이후 DNA 침전을 위해 상등액

에 동일 부피의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침전물을 에탄올로 세

척하고 8 mM NaOH로 용해 후 5 μl DNA loading buffer 

(50% glycerol (v/v), 40 mM EDTA, 0.05% bromophenol 

blue)와 혼합 후 2% 아가로즈젤에 전기영동을 하였고 EtBr 

염색방법으로 염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12.0로 분석한 후 t-검정을 실시하여 분산과 평균의 동일성 여부

를 검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에 의한 Duncan 검정을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평균(mean)±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결과  고찰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 효과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PPH 

유리 라디칼의 제거 효과를 조사하였다. Fig. 1에 따르면 

GOSWE와 GOSME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은 추출 용매

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약간 우

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A, Fig. 1B). 하지만, GOSME를 

25 μg/ml, 50 μg/ml 및 100 μg/ml 사용하는 경우도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B). 자유 

라디칼은 주로 활성산소종(ROS)이나 활성질소종(RNS)들이

다. DPPH는 안정한 질소기반 자유 라티칼로 수소나 전자전달 

과정을 통해 환원된다[6]. 은행외종피 추출물은 질소 라디칼에 

속하는 DPPH의 환원하는 능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사료된

다. GOSWE는 특히 질소종 라디칼인 DPPH의 환원력은 없었

고 GOSME의 경우 대조군인 비타민C 보다는 효과가 약하지

만 DPPH의 환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1A, Fig. 1B). 식물 유래의 phytochemical에는 다

양한 약리 효능을 가진 성분들이 많아 혼재 되어 있는데 기능

성을 나타내는 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안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중 용매에 따라서 추출 성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기능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추출물은 새로운 분획 용매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획화 

하거나 농축 또는 동결건조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시료의 기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과산화수소 소거 효과 

은행외종피 추출물중 GOSME는 질소종 자유리디컬이 해

당하는 DPPH 라디컬을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활성산소종이며 자외선에 의해

서 생성 되어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GOSWE와 GOSME의 제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GOSWE는 함량을 점차적으로 증가하

더라도 과산화수소 라디칼 소거에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반면, GOSME는 50 μg/ml과 100 μg/ml을 사용

하는 경우, 즉 함량이 증가될수록 과산화수소 라디칼 소거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B). 항산화능에 있어 GOSWE

보다 GOSME가 뛰어난 것을 확인 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실험

에서는 GOSME위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기 실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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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G. biloba outer seedcoat water extract (GOSWE) on H2O2 scavenging activity.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ositive control is Vc (Vitamin C). # p<0.05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mple without extract and 

extracts-treated samples.

Fig. 3. Protective effect of GOSME on pcDNA 3.1 plasmid DNA 

damage under H2O2 stress. Each lane contains control 

pcDNA 3.1 plasmid DNA (500 ng) incubated with 1mM 

H2O2 for 24 hr. M is size marker. Lane M is lDNA/ 

HindIII fragments and No treat lane is control lane. Lane 

0 is only H2O2 treated plasmid DNA. Lanes 0.05 and 0.1 

were treated with concentration of the extract (50 and 

100 μg/ml). The pcDNA 3.1 plasmid DNA was identified 

as supercolied DNA in the no treat lane. In contrast, the 

supercolied plasmid DNA had transformed to open cir-

cular DNA due to DNA segmentation in H2O2 treated 

sample. OC means open circular and SC means super 

coil.

통해 GOSME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보다는 H2O2 라디칼 

소거가 우수하여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성된 H2O2 소거를 위

한 소재로 활용 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상기의 소재

는 선택적 항산화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외종피 

추출물은 H2O2 유발되는 각종 피부노화 억제를 위한 소재로 

활용 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DNA 손상 보호 효과  

은행외종피 추출물중 GOSME는 H2O2에 대한 우수한 소거

능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발

되는 DNA 단편화 억제 작용이 있는 확인하기위해 먼저 플라

스미드 DNA를 가지고 DNA 단편화 억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3에 따르면, 각 레인은 1 mM H2O2와 함께 24시간 동안 

배양한 대조 pcDNA 3.1 플라스미드 DNA를 함유하고 있다. 

무처리 군을 보면 pcDNA 3.1 플라스미드 DNA는 supercoiled 

(SC) DNA가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것과 비교하여, GOSME를 

0.05 mg/ml 및 0.1 mg/ml 처리한 군에서 동일한 pcDNA 3.1 

플라스미드 DNA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202에 의해 DNA

가 분절되어 open circular (OC) DNA 로 전환되어 손상되는 

것(GOSME 0 mg/ml 처리군)을 확인할 수 있고, GOSME를 

처리한 군에서는 H2O2에 의한 DNA 분절이 억제되어 OC 

DNA 형태를 유지 할 수 있것으로 보아 GOSME는 DNA 손상

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HaCaT 세포 사멸과 게놈 DNA 분해 

억제

GOSME는 과산화수소 활성 억제와 플라스미드 DNA 단편

화에 대한 보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

부세포에서도 GOSME가 과산화 수송에 의한 피부세포의 손

상을 억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용한 피부 세포는 

HaCaT 세포이며 과산화수소에 대한 HaCaT 세포의 세포독성

실험을 위해서 MTS assay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사용할 과산

화수소의 농도도 결정하였다. 과산화수소가 HaCaT 세포 생존

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조군에 비해 50, 100 μM과 1 mM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포 사멸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 mM 과산화수소농도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세

포가 사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Fig. 4A). 따라서 1,mM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GOSME가 세포보호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최고 농도로 설정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리 

GOSME를 처리한 실험군에 1 mM의 H2O2를 첨가하여 H2O2

에 의해 유도된 HaCaT 세포의 사멸에 대하여 GOSME가 

HaCaT 세포를 과산화수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세

포의 생존력이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과산화수소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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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Protective effect of GOSME on HaCaT cell viability and on genomic DNA fragmentation in HaCaT cell under H2O2 stress. 

HaCaT cells (5×105 cells/well) were either left untreated or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A) and 1,000 μM (B) of 

H2O2 for 24 hr. After then 100 μl of MTS solution (0.5 mg/ml) was treated to each well, a plate was incubated for 4 hr 

at 37℃. HaCaT cells without GOSME or with GOSME were exposed to H2O2 at a concentration of 1 mM for 24 hr and 

the cells were observed under a phase contrast microscope (C). Genomic DNA was isolated from 1 mM H2O2-treated HaCaT 

cell with or without GOSME for 24 hr (D). The observance was measured with a microplate reader at 490nm using a microplate 

reader.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 p<0.05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mple without extract 

and extracts-treated samples.

하에서 HaCaT 세포의 보호 효과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과산화수소 처리하고 24시간 후 세포 상태를 확인한 

결과 무처리 군과 1 mM H2O2 + 100 μg/ml의 GOSME 처리 

군에서 동등한 정도의 세포가 관찰되었다(Fig. 4B, Fig. 4C). 

반면, 1 mM H2O2만 처리한 군에서는 적은 수의 세포가 관찰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B, Fig. 4C). 또한, 25, 50, 100 μg/ 

ml 농도의 GOSME는 과산화수소의 공격에 의한 세포사멸을 

막고 결과적으로 세포생존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

기에 GOSME는 자체에 의해 세포사멸이 유발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4B, Fig. 4C). 상기의 실험결과는 GOSME

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산

화적 스트레스에서 세포 손상을 차단하여 세포사멸로부터 

HaCaT 세포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에서 

GOSME는 과산화수소 스트레스하에서 플라스미드 DNA의 

절단을 억제하고 HaCaT 세포 사멸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OSME가 HaCaT 세포의 게놈 DNA도 

과산화수소의 공격으로부터 절단을 방지 할 수 있는 확인하였

다. Fig. 4D에 나타낸 바와 같이 GOSME를 무처리하고 1 mM 

H2O2만 처리한 군의 게놈 DNA는 아가로즈겔 상에서 분해되

어 smear DNA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1 mM H2O2와 GOSME가 함께 처리된 군에서는 이러한 smear 

DNA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GOSME가 과산화수

소에 의한 DNA 파괴 효과에 대하여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외선 영역 중 자외선 B, UVB 방사선(파장: 

280-320 nm)는 피부암, 면역 시스템 억제 및 광노화 등의 피부

에 대한 유해 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환경 요인 중 하나이다[22, 

23]. 특히,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15], DNA 손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부노화를 촉진

하게 된다[4]. 피부는 여름철에 태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

진다. 태양광에 포함된 자외선은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는 DNA에 산화적 

손상(oxidative damage)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피부노화를 촉

진시키고 암질환의 피부 병변을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은행외종피 추출물은 이러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 

DNA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소재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화장품 소재, 피부 의약품 소재, 자외

선 차단제와 같은 피부 외용제로 사용될 수 있음에 따라,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상기 은행외종피 

추출물은 H2O2 소거 효과 및 DNA 손상에 대한 보호를 통해 

우수한 피부노화 예방 및 개선, 피부주름개선, 피부염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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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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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HaCaT 인간 피부 라티노사이트에서 과산화수소 유발 DNA 손상에 한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보호효과 

심재 1․이종환1,2,3*

(1동의대학교 생명공학과, 2동의대학교 바이오응용공학부 의생명공학 전공, 3동의대학교 바이오헬스학과)

본 연구는 은행외종피 추출물의 항산화 및 DNA 손상 보호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HaCaT 세포에서 은행외종

피 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과산화수소의 공격에 대한 항산화 효과 및 DNA 손상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외종피 물 추출물(GOSWE)와 은행외종피 메탄올 추출물(GOSME)의 항산화력을 위해서는 DPPH와 과산화수

소 소거능을 실시하였다. GSOWE와 GOSME는 DPPH 소거능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GOSME는 과산

화수소 소거능에서 GOSWE보다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1 mM H2O2 처리된 HaCaT 세포의 세포생존실험에

서 GOSME는 세포생존력을 향상시켰다. GOSME는 1 mM H2O2에 의한 플라스미드 DNA 단편화 저해능과 

HaCaT세포에서 게놈 DNA 단편화 억제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GOSME는 활성산소제거를 

통한 산화적 스트레스관련 세포손상 억제를 통한 세포사멸억제 및 과산화수소 유발 DNA 손상을 억제 할 수 있다

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OSME는 산화적스트레스에 의한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 및 방어제로 이용 될 

수 있는 신소재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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