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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진피섬유아세포에서 Bifidobacterium bifidum 배양액  
추출액의 자외선B에 한 보호 효능

권기영․박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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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Effects of Bifidobacterium bifidum Culture Supernatants and Intracellular 
Cell-Free Extracts on Human Dermal Fibroblasts against UV-B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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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rotective effects of Bifidobacterium bifidum culture supernatants 
(BbSC) and intracellular cell-free extracts (BbICFE) on human dermal fibroblasts (HDFs) against ultraviolet-B (UV-B) 
irradiation. HDFs were treated with UV-B, UV-B+BbCS, and UV-B+BbICFE. Treatment of UV-B-irradiated HDFs 
with BbCS and BbICFE significantly increased cell viability compared to UV-B-irradiated HDFs. BbCS treatment 
reduced senescence in HDFs by approximately 40.0%. Moreover, sub-G1 phas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BbCS- 
and BbICFE-treated HDFs (3.3% and 4.5%, respectively). The effect of UV-B on oxidative damage of HDFs was 
measured by dichlorofluorescin diacetate. Fluorescence intensity significantly increased in UV-B-irradiated HDFs. 
Inhibition of 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in HDFs treated with 0.01% BbCS was the highest at 34.1%. Levels 
of p21 and p53 protein expression induced by UV-B irradiation were reduced by treatment with BbCS and BbICFE 
(47.0% and 35.6%,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that BbCS and BbICFE reduce UV-B-induced cellular senescence 
and apoptosis in HDFs. Thus, BbCS and BbICFE can be used as potential agents for protection of UV-B-induced 
skin cel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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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의 생활 수준이 점점 향상되고 의학기술이 발전

됨에 따라 최근에 인간의 평균수명도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웰빙(well-being)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며 아름답

게 삶을 지내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관심에 부응하여 화장품 분야 및 기능성 식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고, 특히 천연물질을 활용한 연구 분야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1). 그중 장내세균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항산

화 메커니즘이 보고(2-4)됨에 따라 장내세균의 항산화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진

들에 의하여 사람의 피부장벽을 강화하는 효능, 보습 효과, 

미백 등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5,6).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진피는 human dermal fibroblasts(HDFs)로부터 생성

되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으로 구성된 세포외기질로 주름을 

생성하고 피부의 탄력 조절에 관여한다(7). 피부는 외부를 

덮고 있는 기관으로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신체를 보호

하고 유지하는 물리적 장벽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은 면역계의 활성화를 일으킨다.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노화는 피부의 구조적인 변화와 생리적 기능 감소

로 인해 발생하는 내인성 노화(intrinsic aging)와 외부자극

으로 화학적 요인에 따른 외인성 노화(extrinsic aging)로 

분류되며, 주로 자외선(UV, ultraviolet)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8,9).

자외선은 태양광 스펙트럼에서 파장대가 200~400 nm 

영역으로 가시광선보다 짧은 한 부분이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장파장의 UV-A(320~ 

400 nm)와 중파장의 UV-B(280~320 nm), 마지막으로 단

파장의 UV-C(200~280 nm)로 나누어진다(10,11). 그중에

서도 UV-B는 특히 광노화, 염증성 피부질환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2). UV-B는 피부

의 가장 바깥쪽인 표피층과 진피층상부에 주로 작용하여 

chemokine과 cytokine의 분비를 통한 염증반응을 일으키

고(13-15) UV-B에 노출받은 피부는 세포 내 활성산소종



802 권기영 ․박귀근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농도가 증가한다(16,17).

활성산소종은 일반적으로 안정한 상태의 산소보다 불안

정하고 활성이 크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산소를 말한

다. 이러한 활성산소종의 대표적인 예로는 과산화수소(H2O2), 

초과산화물(O2-), 히드록시라디칼(OH-) 등이 있으며 활성

산소종은 자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8). 자외선은 광노

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피부의 활성산

소종을 감소시킨다는 보고(19-21)와 자외선 조사량에 따른 

활성산소종의 생성량이 증가한다는 보고(22,23)가 이를 뒷

받침한다. 피부에서 UV-B 노출에 의해 지속해서 생성된 활

성산소종은 효소･비효소적 항산화 분자에 의해 빠르게 제거

되지만,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종은 피부손상을 일으킨

다. 활성산소종으로부터 생성된 자유라디칼은 세포의 구조

를 산화시키고 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세포

에서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의 결과를 초래한다(24). 따라

서 본 연구는 UV-B에 의한 HDFs 손상을 보호하는 새 원료

로서 Bifidobacterium bifidum의 culture supernatants와 

intracellular cell free extracts를 제안하며 UV-B에 의한 

손상 억제 효능을 입증함으로써 유효 성분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B. bifidum의 배양액 및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장내세균 B. bifidum은 100 mL MRS에

서 초기균수 104 CFU/mL로 접종하여 혐기적 조건에서 37 

°C, 16시간 정치배양을 하였다. 배양액은 4°C, 5,000×g, 15

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으며 phosphate-buf-

fered saline(PBS)으로 희석한 후 0.45 μm filter로 여과하여 

culture supernatants로 사용하였다. 회수된 균체는 PBS로 

2회 세척한 후 PBS로 현탁하여 초음파분쇄기(B01060001, 

Diagenode Inc., Denville, NJ, USA)로 파쇄하였다. 파쇄물

은 4°C, 8,000×g,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cell debris를 제

거하였으며 유효 성분이 함유된 상층액을 0.45 μm filter에 

여과하여 intracellular cell free extracts로 사용하였다.

세포주 및 세포 생육 배지

본 실험의 세포주는 인간 피부 진피층에 대표적으로 존재

하는 세포인 human dermal fibroblasts(HDFs, Lonza, 

Walkersville, MD, USA)를 사용하였다. HDFs는 계대배양 

하여 passage 5~7까지 사용하였다. HDFs 배양에 필요한 

배지로 fetal bovine serum(FBS, GE Healthcare Life 

Sciences, Pittsburgh, PA, USA)과 penicillin/strepto-

mycin(Invitrogen, Waltham, MA, USA)을 각각 10, 1% 첨

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Invi-

trogen)을 사용하였으며 5% CO2, 37°C에서 배양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및 UV-B 조사

UV-B 조사에 앞서 HDFs는 plate에 세포의 밀집도가 

80%가 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UV-B 조사하기 전 배양배지

를 제거해주고 PBS를 이용하여 plate에 남아있는 배지성분

을 제거한 후 serum free medium에 농도별 시료와 대조군 

ascorbic acid를 각각 6시간 처리하였다. HDFs는 밀폐된 

조사기기 UV-B Lamp(UV-1000, Boteck, Gunpo, Korea) 

내에서 100 mJ/cm2로 조사하고 5% CO2, 37°C에서 24시간 

재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

BbCS, BbICFE의 세포독성과 UV-B에 대한 보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CCK-8(Dojindo Laboratories, Kumamoto, 

Japan)을 사용하였다. 96-well plate에 HDFs를 1×103 

cells seeding 한 후 세포의 밀집도 80%까지 배양하였다. 

HDFs에 시료 처리 후 UV-B를 조사하여 5% CO2, 37°C에서 

24시간 재배양하고 PBS 100 μL로 2회 세척한 다음 CCK-8

이 함유된 DMEM(1:9) 100 μL를 처리하여 5% CO2, 37°C

에서 2시간 반응하였다. 반응이 끝난 plate는 microplate 

reader(Sunrise, Tecan Schweiz AG, Männedorf, Swit-

zerland)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노화 측정

HDFs의 노화는 SA-β-gal 활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6- 

well plate에 HDFs를 4×105 cells seeding 한 후 세포의 

밀집도 80%까지 배양하였다. HDFs에 시료 처리 후 UV-B

를 조사하여 5% CO2, 37°C에서 24시간 재배양하고 PBS 

1 mL로 2회 세척한 다음 2% formaldehyde와 0.2% glu-

taraldehyde가 함유된 PBS 1 mL를 처리하여 5분간 상온에

서 고정화하였다. 고정화한 HDFs는 PBS 1 mL로 2회 세척

하고 SA-β-gal staining buffer[40 mM citric acid/phos-

phate(pH 6.0), 5 mM K3Fe(CN)6, 5 mM K4Fe(CN)6, 160 

mM NaCl, 2 mM MgCl2, 1 mg/mL 5-bromo-4-chloro- 

3-indolyl-β-d-galactopyranoside in dimethylforma-

mide] 2 mL를 첨가하여 CO2가 없는 37°C에서 HDFs를 

16시간 염색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UV-B에 의한 세포 내 p21과 p53의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 6-well plate에 HDFs를 4×105 cells seeding 한 후 

세포의 밀집도 80%까지 배양하였다. HDFs에 시료 처리 후 

UV-B를 조사하여 5% CO2, 37°C에서 24시간 재배양하고 

수확 후 tris-EDTA buffer solution(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250 μL로 4°C에서 1시간 용해하였

다. 용해한 HDFs는 4°C, 12,000×g,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으며, Bradford(25)의 방법으로 동량의 단

백질 1 mg/mL를 포함한 시료를 10% SDS-PAGE에 전기영

동하였다. 단백질이 이동된 membrane은 1% bovin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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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totoxicity assay by BbCS and BbICFE treatment in
HDF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um albumin(BSA)이 함유된 tris-buffered saline(TBS)

으로 상온에서 1시간 blocking 하고 TBS-T(tris-buffered 

saline, 0.1% Tween 20)를 이용하여 30분간 3회 세척하였

다. 일차 항체 β-actin(Santa Cruz, Dallas, TX, USA), 

p21(Santa Cruz), p53(Santa Cruz)과 이차 항체(Santa 

Cruz)는 0.1% BSA가 함유된 TBS로 각각 상온에서 1시간 

반응하였고 TBS-T를 이용하여 30분간 3회 세척하였다. 

Membrane은 western blot detection kit(Intron Biotech-

nology, Seongnam, Korea)을 이용하여 각 단백질을 검출한 

다음 화상분석시스템(Amersham Imager 600, GE Health-

care Life Sciences, Ulster County, NY, USA)으로 현상

하고 분석하였다.

세포주기 측정

HDFs의 apoptosis는 세포주기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6-well plate에 HDFs를 4×105 cells seeding 한 후 세포의 

밀집도 80%까지 배양하였다. HDFs에 UV-B와 시료를 처

리하여 5% CO2, 37°C에서 24시간 재배양하고 수확 후 PBS 

300 μL에 풀어주었다. 여기에 에탄올 700 μL를 첨가하고 

4°C에서 3시간 보관하여 고정화하였다. 고정화한 HDFs는 

PBS로 2회 세척한 후 propidium iodide staining solution 

(propidium iodide 50 μg/mL, RNase 0.1 μg/mL, 0.1% 

Triton X-100) 300 μL를 가하여 37°C에서 1시간 염색하였

다. 염색한 HDFs는 PBS로 2회 세척하고 Flow cytometry 

(FACSCaliburTM, BD Biosciences, Sparks, MD, USA)를 

사용하여 세포주기를 측정하였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 측정

UV-B에 의한 세포 내 활성산소종을 측정하기 위해 6- 

well plate에 HDFs를 4×105 cells seeding 한 후 세포의 

밀집도 80%까지 배양하였다. HDFs에 UV-B와 시료를 처

리하여 5% CO2, 37°C에서 24시간 재배양하고 수확 후 20 

μM DCFH-DA(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Sigma- 

Aldrich Co.)가 첨가된 DMEM에 다시 HDFs를 현탁하여 

5% CO2, 37°C, 45분간 반응하였다. 활성산소종은 Flow 

cytomet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결과는 SAS 9.3(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mean±SD로 

나타내었고, 유의차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통하여 

P<0.05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료 처리 및 UV-B 조사 후 세포생존율

HDFs에 BbCS를 각각 0.005, 0.01, 0.02% 농도를 처리

하였으며 BbICFE는 각각 0.0025, 0.005, 0.01% 농도를 처

리하였다. CCK-8로 세포 독성을 확인한 결과 BbCS의 경우 

0.01% 농도까지 97.8% 이상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하지만 

0.02%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은 각각 87.9%로 세포 독성이 

나타났다. BbICFE에서는 0.005% 농도까지 97.0% 이상 세

포생존율을 보였다. 그러나 0.01% 농도에서는 세포생존율

은 각각 81.7%로 세포 독성이 강하게 측정되었다(P<0.05) 

(Fig. 1). 또한, Bifidobacterium longum의 intracellular 

cell free extracts 연구에서 HDFs에 0.02% 이상 농도를 

처리 시 세포 독성을 제시하였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bCS의 경우 0.02% 미만으로 사용하였으며 BbICFE는 

0.01% 미만으로 HDFs에 처리하였다.

UV-B가 HDFs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UV-B 

조사 조건을 확인하였다. UV-B 10 mJ/cm2에서 93.1% 세

포생존율을 보였고 20 mJ/cm2에서는 89.9% 세포생존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50 mJ/cm2에서 80.5%, 100 mJ/cm2에

서는 67.3% 세포생존율을 보였다(P<0.05)(Fig. 2).

UV-B에 유도된 HDFs의 손상 연구에서 312 nm 파장의 

UV-B 100 mJ/cm2를 조사한 결과 세포생존율은 73.3%로 

보고되었다(2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100 mJ/cm2의 

UV-B 조사는 세포생존율이 67.3% 감소하여 적당한 세포 

손상을 유도하였으며 시료를 투여 후 세포 영향을 연구하는 

데 적절한 강도로 판단하였다.

HDFs에 농도별 BbCS, BbICFE와 UV-B를 처리 후 세포

생존율로 HDFs의 보호 효능을 확인하였다. UV-B만 조사

된 HDFs 경우 세포생존율이 67.3%인 반면, BbCS, BbI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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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UV-B irradiation on viability of HDF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0.0025    0.005

Fig. 4. Effect of BbCS and BbICFE on SA-β-gal activity in 
UV-B irradiated HDF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Effect of cell viability by BbCS and BbICFE in UV-B
irradiated HDF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처리 시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이 증가하였다

(P<0.05). 0.01% BbCS 처리한 HDFs에서 생존율이 82.7%

로 가장 높았다. 0.01% BbCS에서 ascorbic acid 50 μg/mL

를 처리한 HDFs의 생존율 85.0%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세포 보호능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0.005% BbICFE의 세포

생존율은 78.2%이며 0.01% BbCS 처리한 HDFs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Fig. 3). 또한, B. longum의 intra-

cellular cell free extracts 연구에서 HDFs에 0.02% 농도

를 처리 시 생존율이 10.9% 증가(26)를 보였으며 본 실험에

서 0.01% BbCS 처리 시 생존율이 15.4% 증가하였다.

세포 노화 측정

정상 세포는 배양 시 제한된 수의 세포 분열을 한 후에 

비가역적인 증식억제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상태를 세

포 노화라고 한다(27). 세포 노화는 in vivo에서 세포가 재생

능력을 잃고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을 안 하는 것을 말하며 

DNA 손상을 주는 경우 나타난다(28). 노화한 세포는 pH 

6.0에서 lysosome의 β-galactosidase의 발현량이 증가하

여 β-galactoside 결합을 분해한다. 또한, 정상 세포에 비해 

morphology가 납작해지고 커지며 SA-β-gal의 활성이 뚜

렷하게 증가한다. 그러므로 세포 노화의 생물학적 표지자로

서 SA-β-gal 활성이 이용된다(29).

따라서 SA-β-gal 활성을 통해 농도별 BbCS, BbICFE를 

처리하여 UV-B에 의해 유도된 HDFs의 노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UV-B가 조사되지 않은 

HDFs 경우 노화율이 3.3%인 반면, UV-B만 조사된 HDFs

는 52.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0.005% BbICFE와 0.01% 

BbCS 처리한 HDFs의 노화율은 각각 23.8%, 12.7%로 

0.01% BbCS 처리한 경우 노화율이 40.0% 감소하였다. BbCS

는 농도 의존적으로 노화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P<0.05). 

또한, ascorbic acid 50 μg/mL를 처리한 HDFs의 노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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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f p21 and p53 in UV-B irradiated HDF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7.7%와 비교하여 0.01% BbCS를 처리한 HDFs 경우 노화 

억제율이 가장 근접하였다(Fig. 4). 또한, B. longum의 in-

tracellular cell free extracts 연구에서 HDFs에 0.02% 농

도를 처리 시 노화율이 22.9% 감소(26)한 것과 비교하여 

0.01% BbCS 처리 시 노화율이 40.0% 감소로 더 높았다.

세포 내 p53과 p21의 단백질 발현량 변화

UV-B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UV-B가 피부에 흡수되

어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키고, 이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DNA

를 손상, 단백질 산화 등을 유발시킨다. 세포의 DNA가 손상

되면 p53이 급격히 발현하며 그 결과 p53의 하위 유전자인 

p21의 발현이 유도된다(30).

HDFs에 BbCS, BbICFE 처리하여 UV-B에 노출할 경우 

HDFs 내 p21과 p53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였다. 먼저 p21에서 UV-B만 조사한 HDFs의 발현율 

100%와 비교하여 0.01% BbCS 처리한 HDFs의 발현율은 

29.2%로 가장 낮은 발현율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0.0025% 

BbICFE는 75.3%로 p21 발현율 감소 효과가 가장 낮았다. 

또한, p53에서 UV-B만 조사한 HDFs의 발현율 100%와 

비교하여 0.01% BbCS 처리한 HDFs의 발현율은 53.0%로 

가장 낮은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0.0025% BbICFE는 81.4 

%로 p53 발현율이 가장 높았다. p21의 발현은 p53에 의하

여 제어되는 양상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대부분 시료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21과 p53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P<0.05)(Fig. 5). UV-B 조사에 의해 발현된 p21과 

p53의 증가가 항산화 효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는 연구 

결과(31,32)와 비교하여 BbCS와 BbICFE에서 항산화 효능

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포주기 측정

세포주기는 세포가 복제되는 과정으로 DNA 복제가 일어

나는 S기, 세포질 분리가 일어나는 M기, S기와 M기 사이에 

존재하는 G2기, M기와 S기 사이에 존재하는 G1기로 구분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세포주기는 하나의 기가 

완성되어야 다음의 기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를 

체크포인트(checkpoint)라고 한다(33). Sub-G1기는 정상

적인 세포주기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구간으로 Sub-G1

기에서 세포주기 억제는 세포의 성장이 정지되며, 이는 ap-

optosis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Propidium iodide는 이중 나선 DNA나 RNA의 염기 사이

에 들어가 결합하는 형광 물질이다. 염기 서열에 특이적이지 

않으며, 약 4.5 염기당 한 분자의 빈도로 결합한다. Propi-

dium iodide는 Flow cytometry로 세포 내 DNA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는 실험에 이용된다. DNA 복제가 완료된 G2/M

기의 세포당 DNA 양이 G0/G1기 세포에 비해 두 배가량 

많기 때문에, 세포 내 DNA를 propidium iodide staining 

하고 flow cytometry를 하여 세포주기를 분석할 수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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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ffect of BbCS and BbICFE on cell cycle in UV-B exposed HDFs

Groups
Percentage of cells (%)

Sub-G1 G0/G1 S G2/M
Normal control 1.24±0.35d 64.5±1.35a 8.96±0.67a 25.3±1.06b

UV-B
100 mJ/cm2

UV-B control
Ascorbic acid
0.01% BbCS
0.005% BbICFE

15.2±0.37a

3.16±0.36c

3.34±0.25c

4.48±0.43b

52.1±1.47b

54.8±2.20b

55.4±2.12b

65.1±1.17a

6.30±0.78b

7.64±0.66ab

8.76±0.55a

4.12±0.47c

26.4±0.86b

34.4±0.98a

32.5±0.93a

26.3±1.10b

Values are mean±SD.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6. Summary of treatment effect on cellular ROS level in 
UV-B irradiated HDF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따라서 HDFs가 BbCS와 BbICFE 처리 후 UV-B에 노출

될 경우 세포주기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propidium iodide 

staining을 하였다. UV-B만 조사한 HDFs에서 Sub-G1기

는 15.2%로 관측되었으며 UV-B 조사하지 않은 HDFs에서

는 1.24%로 관측되었다. Ascorbic acid 50 μg/mL를 처리

한 HDFs에서는 3.16%로 처리하지 않은 그룹보다 12.0% 

낮은 Sub-G1 주기 수치가 나타났다. 0.01% BbCS 처리한 

HDFs는 3.34%로 시료 중 가장 낮은 Sub-G1 주기를 보였

으며 0.005% BbICFE 처리한 HDFs의 Sub-G1 주기가 

4.48%로 관측되었다(P<0.05)(Table 1). B. longum의 in-

tracellular cell free extracts 연구에서 HDFs의 세포주기 

결과, Sub-G1기가 감소함을 보고(26)하였으며 장내세균이 

UV-B에 의한 apoptosis를 줄여주는 데 영향이 있다고 생

각된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propidium iodide staining 결

과로 정상 세포주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Sub-G1기 

세포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apoptosis를 억제하여 세포주기

를 정상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 측정

비극성 분자인 DCFH-DA는 HDFs 내로 들어가면서 

DCFH로 분해되며, HDFs 내 활성산소종에 의해 DCF로 변

화되어 녹색형광을 나타낸다. 따라서 HDFs 내의 활성산소

종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녹색형광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리

에 의해 HDFs 내 활성산소종 억제능을 확인하였으며, FL1- 

parameter로 형광 정도를 측정하였다(35).

UV-B만 조사한 HDFs 내 활성산소종 생성능 100%와 

비교하여 UV-B 처리하지 않은 HDFs의 활성산소종 생성능

은 46.0%로 확인하였다. Ascorbic acid 50 μg/mL를 처리

한 HDFs에서는 52.0%로 나타났으며, HDFs에 각각 0.01% 

BbCS, 0.005% BbICFE 처리 후 활성산소종 생성능은 65.9, 

66.7%로 관찰되었다. 0.01% BbCS, 0.005% BbICFE 처리 

시 세포 내 활성산소종 생성능에서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Fig. 6).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bulgaricus 

DSMZ 20080, Lactobacillus acidophilus, Streptococcus 

lactis, B. longum의 culture supernatants와 intracellular 

cell free extracts의 연구에서 뛰어난 활성산소종 억제능을 

보고하였다(36). 또한, Lactobacillus spp.의 culture su-

pernatants에서도 우수한 항산화능(37)을 확인하였고 L. 

plantarum의 intracellular cell free extracts에서 항산화 

소재로 입증하였다(38). 이는 장내세균에서 ascorbic acid, 

α-tocopherol, uric acid, bilirubin, glutathione 등을 생성

(39,40)하고 이는 활성산소종 제거능을 갖기 때문에 UV-B

에 의한 손상 억제 효능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B. bifidum 배양액과 추출액은 UV-B 조사로 증

가한 활성산소종을 감소시켜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시켰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로 활성산소종의 생성능을 

억제시켜 p21과 p53의 발현율과 세포 노화율 및 apoptosis

가 감소하였다. 이는 곧 세포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UV- 

B에 대한 보호 효과를 입증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장내세균 Bifidobacterium bifidum 배양액과 추

출액을 사용하여 자외선B를 조사한 인간 진피섬유아세포에

서 세포생존율과 세포 노화 및 세포주기의 변화를 살펴봄으

로써 자외선B에 의한 세포 보호 효능을 평가하였다. 우선 

자외선B를 조사한 결과 광량에 비례하여 HDFs의 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 100 mJ/cm2 조사 시 67.3%로 떨어졌으나 B. 

bifidum 배양액과 추출액 처리 후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켜 

자외선B에 대한 보호 효능이 있었다. 그리고 SA-β-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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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변화를 측정한 결과에서 세포 노화율을 감소시켰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propidium iodide staining을 통하여 

세포주기상 Sub-G1기 세포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apopto-

sis를 억제하였고 이는 세포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 bifidum 배양액과 추출액 처리한 결과 

세포 내 활성산소종이 감소함에 따라 p53과 p21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 B. bifidum 배양액

과 추출액은 UV-B로 인한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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