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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lastrus orbiculatus (CO) has been used as a traditional herb medicine to treat fever, chill, joint pain, edema, rheu-
matoid arthritis and bacterial infection in China and Kore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ticarcinogenic effects of 
Celastrus orbiculatus (CO). CO was extracted with methanol (COM), and then further fractionated into four different 
types: methanol (COMM), hexane (COMH), butanol (COMB) and aqueous (COMA) partition layers. We determined 
the cytotoxicity of these four partitions in four kind of cancer cell lines, such as HepG2, MCF-7, HT29 and B16F10 Cells 
by MTT assay. Among various partition layers of CO, the COMM showed the strongest cytotoxic effects on cancer cell 
lines we used. We also observed quinone reductase (QR) induced effects in all partition layers of CO on HepG2 cells. The 
QR induced effects of COMM on HepG2 cells at 80 μg/mL concentration indicated 3.28 to a control value of 1.0. The 
COMM showed the highest induction activity of quinone reductase on HepG2 cells among the other partition layers. 
Although further studies are needed, the present work suggests that CO may be a chemopreventive agent for the treatment 
of human cells. (Korean J Nutr 2007; 40(6): 493 ~ 499) 
 
KEY WORDS : cytotoxicity, quinone reductase, Celastrus orbiculatus. 

 

 

서     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인 암은 아직도 우리 인

간이 극복하지 못한 질병 중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암의 발

생과 전이, 암세포의 생리 및 이에 대한 생체반응, 암의 진단

과 치료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발생하는 대

부분의 암은 주로 환경적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2) 

이중 30~60%가 섭취식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므로 전 

세계적으로 식이와 관련된 암의 원인물질을 검색하려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7) 최근 거의 부작용이 없는 천

연 항암제 개발을 위해 천연 식품 자원유래의 생리활성을 가

진 물질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천연물

을 이용한 미지의 약효 성분을 검색함으로서 새로운 대체 의

약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8) 

1970년대 Michal Sporn 박사가 Vitamin A 유도체가 암

의 발생을 억제하는 현상을 보고한이래 처음 도입되어진 화

학적 암 예방법은9,10) 특정 천연물이나, 합성물에 의해 암신

생 종양의 진행을 저해하고 차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

며, 화학적 암 예방을 이해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적

인 전략이 될 수 있다.11) 또한 quinone reductase (QR), 

gluthathione S-transferase (GST), glutathione (GSH) 등
의 효소 측정을 통하여 암 예방 물질들이 조사되고 있으며,12) 

특히 QR은 간세포에서 주로 생성되는 Phase Ⅱ enzyme

의 한 종류로 quinone을 환원시켜 무독하게 만들고 발암물

질에 의해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종양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효소이며 암 예방에 대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3-15) 

일반적으로 천연물 중에는 암 예방 성분들이 많이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옛 부터 민간약으로 쓰여 온 

고유 식품이나 천연 한약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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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6) Hyun 등17)은 일부 약용 식물 및 식용 식물 추출물

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보고한 바 있으며, Cheng 

등18)과 Bae 등19)은 각각 단삼 추출물과 당귀 추출물을 이용

한 세포독성 효과와 QR 활성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현

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이나 일본등지에서도 천연물을 대

상으로 암 예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

의 활성 여부와 대체요법으로의 성공률은 천연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기초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노박덩굴 (Celastrus orbiculatus)은 화살
나무과 (Celastraceae)에 속하는 노박덩굴속 (Celastrus L.)

으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유사 종으로는 C. orbiculatus을 
비롯하여 C. flagellaris, C. stephanotifolius 등이 있다. 주로 
산기슭이나 들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만경목 (落葉闊葉 蔓莖

木)으로서 한국 외 중국, 일본등지에 자생하며 잎은 타원형

이고 꽃은 이가화로서 5월과 6월에 걸쳐 황록색으로 피며 

10월에 황색으로 열매를 맺으며, 관상가치가 매우 높아 꽃

꽂이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0,21) 민간요법으로는 옛 부터 

노박덩굴의 씨는 허리통증이나 류머티즘치료 및 진경작용에 

이용되고, 열매는 생리통 치료에 효과적이었으며, 뿌리는 마

취약, 설사약, 살충약으로 사용되었다.22,23) 또한 잎즙은 아편

중독에 독풀이약으로도 쓰였으며 이 외에도 항염증 작용, 거

풍습 (祛風濕), 활혈 (活血), 소종 (消腫)등에도 이용되어 왔

다.24) Lee 등25)은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인 NF-
κB를 억제하는 물질을 분리한 바 있고, Wang 등26)의 살충

성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노박덩굴 열매와 뿌리로 부터의 

celastrol 성분의 분리, 정제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27,28) 그러

나 노박덩굴의 항 발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인체암세포를 이용한 MTT assay를 행하여 

노박덩굴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알아보았고, 암 예방 효

소계인 quinone reductase 유도활성효과를 측정하여 노박

덩굴의 항 발암 효과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노박덩굴 (Celastrus orbiculatus, CO)
은 2005년 10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민속 약초 연구회

에서 제공받았다. 이 시료를 추출하고 각 용매별로 분획하여 

4종의 암세포주에 대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cytotoxi-
city) 및 quinone reductase 유도활성 효과 (QR induced 

effect) 검색에 사용하였다. 세포실험에 사용 된 시약 중 NP-
40과 menadione은 Sigma사 제품을 구입하였고 flavin ade-
nine dinucleotide (FAD), dicumarol 및 glucose-6-phos-

phate dehydrogenase는 Amresco사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Dulbecco’s Eagle modified medium (DMEM)과 fetal bo-
vine serum (F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등

은 Gibco-BRL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외 연구에 사
용 된 용매 및 시약은 특급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및 분획물제조 
시료로 사용 된 노박덩굴 (Celastrus orbiculatus, CO)는 
건조 후 분쇄하여 시료와 methanol을 1：5 (W/V)로 첨가

한 후 상온에서 2회 추출하고, 극성과 비극성 물질을 선별하

여 추출하기 위해 ethanol과 dichloromethane (CH2Cl2)을 

1：1로 섞은 용액에 2회 추출하고 회전식 진공농축기로 감

압농축시켜 동결건조 후 노박덩굴의 추출물 (COM)을 얻었

다. 이 추출물을 각 용매별로 분획하여 hexane층 (COMH), 

methanol층 (COMM), butanol층 (COMB) 및 수층분획물 

(COMA)로 각각 분획하고 각 층을 감압 농축 후 동결 건

조하여 얻은 노박덩굴 분획물의 시료를 본 실험에 사용하였

다 (Table 1). 
 

암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암 세포주는 인체 간암세포주인 HepG2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유방암세포주인 MCF-
7 (human breast adenocarcinoma pleural effusion)과 

대장암세포주인 HT29 (human colon adenocarcinoma)와 

마우스 유래의 피부암세포주인 B16-F10 (mouse mela-
noma)과 인간 유래의 섬유아세포주인 NHDF (normal hu-
man dermal fibroblast)를 한국 세포주 은행 (Korean Cell 

Line Bank, KCLB)에서 구입하여 배양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HepG2, MCF-7, HT29, B16F10과 NHDF의 각 세포주
는 37℃,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고, 주 2~3회 정도 

배지를 교환하고 세포배양용 petridish에 각 세포주가 5 × 

104 cells/mL 정도 증식되면 phosphate buffered salind 

(PBS)로 2번 세척한 후 trypsin-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 Gibco)를 2 ml씩 처리하여 바닥에서 

세포를 분리한 후, 배지로 세포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희석하

Table 1. Yields (%)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Celastrus orbi-
culatus (CO) 

Fraction Yields (g) Yields (%) 

Methanol extract (COM) 45.00 15.00 
Methanol fr. (COMM) 00.62 01.37 
Hexane fr. (COMH) 03.81 08.46 
Butanol fr. (COMB) 00.72 01.60 
Aqueous fr. (COMA) 12.46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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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포배양용 petridish에 10 ml씩 분할하여 주입하고 주 

2회 계대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계대 배양 시 각 세

포주의 passage number가 10회 이상일 때는 액체질소탱

크로부터 새로운 세포를 꺼내어 다시 배양하여 실험하였다.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측정  
노박덩굴 분획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MTT (3- 
[4,5-dimethyl 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
mide) assay를 사용하여 행하였다. 

MTT assay29,30)는 세포의 생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황

색수용물질인 MTT가 미토콘드리아내의 탈수소효소 작용에 

의하여 dark blue formazan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각 세포주를 1 × 104 cells/well의 농도로 맞추

고 96 well에 각각 200 μ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용매종류별 분획물을 각

각 일정량의 dimethyl-sulfoxide (DMSO)에 녹여서 30, 60, 
90, 120, 150 μg/mL의 농도로 첨가하였다. 48시간 동안 배

양한 후 각 well에 PBS 완충용액에 녹인 MTT 용액을 20 

μL씩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다시 배양시킨 후, well 바닥에 

형성된 formazan이 흩어지지 않게 상등액을 제거하고 DMSO

와 ethanol을 1：1로 혼합한 용액 200 μL를 첨가하여 천

천히 녹인 후 Multi-detection microplate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세포수를 100%로 하

였을 때의 상대적인 세포성장 억제율을 구하였다. 
 

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각각의 암세포주를 세포배양용 petridish에 24시간 동안 안

정화시킨 다음 노박덩굴 분획물을 60, 120, 180, 240, 

300 μg/mL씩 농도별로 처리하여 48시간동안 배양한 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200 배의 배율로 각 농도에 따른 암세

포의 형태변화를 관찰한 다음 Olympus DP70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Quinone reductase (QR) 유도 활성 측정 
Quinone reductase는 phase Ⅱ 무독화 효소중의 하나로 

돌연변이 되는 발암물질 등에 의한 DNA와의 상호 작용을 

차단하는 효소이며, NAD(P)H를 이용하여 quinone류의 환

원을 촉매하는 flavoprotein이다.31-33) 

본 실험에서는 Prochaska와 Santamaria의 방법34)을 일

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세포배양용 petridish에 HepG2 세

포가 80%이상 증식하게 되면 24 well plate의 각 well에 

1 × 104 cells/mL 되도록 세포를 분주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동안 배양한 후 노박덩굴 분획물을 

HepG2의 세포생존율이 50% 되는 양을 final 농도로 잡아 

각각 DMSO에 녹여 20, 40, 60, 80, 120 μg/mL의 농도로 

첨가하고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제거한 후 각 

well에 250 μl의 lysis buffer (10 mM Tris-HCl pH 8.0, 
14 mM NaCl, 15 mM MgCl2, 0.5% NP-40)를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 10분간 두면서 cell을 lysis한 

후 reaction mixture 즉, 10 mM Tris-HCl (pH 7.4), 0.5 
mg/mL BSA, 0.008% tween-20, 40 μM FAD, 0.8 mM 
glucose-6-phosphate, 2 Unit/mL glucose-6-phosphate de-
hydrogenase, 25 μM NADP, 40 μg/mL MTT 및 1 mM 

menadione을 혼합하여 well에 1 mL씩 첨가하여 5분동안 

반응시킨 후, 반응정지 용액인 0.3 mM dicumarol, 0.5% 

pyridine, 5 mM potassium phosphate (pH 7.4) 혼합액을 

250 μL씩 첨가하여 효소반응을 정지시키고 Multi-detec-
tion microplate를 이용하여 6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계산하였다. 

단백질량은 동일한 set의 well plate에 대한 crystal violet 

염색방법으로 정량하였다. 24 well plate에 crystal violet 

용액을 첨가하고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각 well에 0.5% SDS (in 50% EtOH) 

용액을 1 mL씩 가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1시

간 방치한 후 6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inone 

reducatse 활성측정 (nmol/min/mg protein)은 다음과 같

이 하였다. 
 

* Quinone reducatse (QR) activity 

= 
absorbance change of MTT/min
absorbance of crystal violet

 × 3,345 nmol/mg 

 

통계처리 
본 실험에 대한 실험결과는 세 번 실험하여 얻어진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나타내었고, 그룹간의 통계적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본 실험에서는 4종의 암세포주에 대한 노박덩굴 분획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MTT (3-[4,5-di-
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
say를 행하였다. 실험에는 간암세포주인 HepG2, 유방암세

포주인 MCF-7 대장암세포주인 HT29, 및 피부암세포주인 
B16-F10이 사용되었으며 실험결과는 Fig. 1~4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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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인체 간암세포주인 HepG2에 대한 결과로 노박

덩굴 분획물을 농도별로 첨가했을 때 methanol 분획층인 

COMM층의 경우 120 μg/mL의 농도에서 86.22%의 가장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COMB 

층에서 최종 농도인 300 μg/mL에서는 65.82%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의 층에서는 유의적인 효과를 볼 수 없

었다. Fig. 2는 유방암 세포주인 MCF-7에 대한 결과이며 
COMM층을 60 μg/mL 첨가했을 때 이미 83.06%의 암세

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의 농도에서도 계

속 그 효과가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COMB의 경우 저 

농도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나, 최종 농도인 300 μg/ 

mL에서 50.51%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Fig. 3

은 대장암세포주인 HT29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COMM층에 대한 효과는 앞서 두 암세포주인 HepG2와 

MCF-7의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COMM층에
서 가장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MCF-7와 
같이 최저농도 60 μg/mL 농도에서 69.10%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고, 최종 농도인 300 μg/mL 농도에서는 

90.46%의 억제율을 보였다. 특히, COMA층의 경우 HepG2

와 MCF-7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으나 HT29 세포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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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effect on cell survival of various partition layers of
Celastrus orbiculatus on HepG2 cells. COMM: Methanol partition
layer of methanol extracts of Celastrus orbiculatus (COM),
COMH: Hexane partition layer of COM, COMB: Butanol partition
layer of COM, COMA: Aqueous layer of COM. 

Fig. 2. Inhibitory effect on cell survival of various partition layers of
Celastrus orbiculatus on MCF-7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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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effect on cell survival of various partition layers of
Celastrus orbiculatus on HT2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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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ory effect on cell survival of various partition layers of
Celastrus orbiculatus on B16-F1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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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농도인 300 μg/mL의 농도에서 56.66%의 억제율을 나

타내었다. 피부암세포주인 B16F-10에 대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앞서 사용한 3가지 암세포주인 HepG2, MCF-7, 
HT29에서와 같이 COMM층에서 가장 암세포 증식 억제 효

과가 컸으며, 최저 농도인 60 μg/mL 농도에서 이미 92.91%

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최종첨가농도인 300 μg/mL까

지 92.45%로 효과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COMB층에서도 농

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증가하였으며 300 

μg/mL 첨가 시 70.02%의 억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COMA 

층과 COMH층이 최종농도에서 각각 54.36%와 47.63%의 

약한 억제효과를 보였다. 사용한 4가지 암세포주중 B16F-
10 세포주가 가장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용매별로 분획한 노박덩굴 분획물이 각 

암 세포주에 미치는 증식 억제 효과는 4가지 사용 암세포주

서 모두 methanol 분획층인 COMM층에서 그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butanol 분획층인 COMB층

이었다. 즉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키는 생리활성 물질은 약한 

극성물질이 녹아있는 methanol 분획층인 COMM층에 주로 

존재 존재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 층에서의 활성 물

질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암세포 증식을 저지시키는 물질의 

존재가 주목되는 바이다. 
  

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노박덩굴 분획물 중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methanol 분획층인 COMM층의 처리가 각 4

종의 암세포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노박덩굴의 COMM층을 control군을 제

외하고 각각 60, 120, 180, 240 및 300 μg/mL씩 첨가하여 

48시간 배양 후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인 변화

를 관찰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COMM층의 첨가에 

따라 각 세포의 밀도 감소 현상과 형태학적인 변화가 나타났

으며, 시료의 농도증가에 따라 세포막과 세포질의 손상과 세

포의 부착력이 상실됨을 알 수 있었고 파괴된 잔여물과 더

불어 뚜렷한 암세포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HT-
29세포주에서와 같이 다른 세포주에서도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Data not shown), 이것으로 보아 암세포의 심한 

형태적 변형의 정도는 노박덩굴 분획물의 처리에 따라 암세

포 증식이 억제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Quinone reductase 유도 활성 효과 
Quinone reductase (QR)는 간세포에서 주로 생성되는 

phaseⅡ 효소계의 지표효소로서 quinone을 환원시켜 무독

하게 만들고 발암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종양화

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효소이며 다양한 종류의 항암물질에 

의해 그 활성이 유도되어 암 예방을 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암 예방 물질의 탐색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13-15) 노

박덩굴 분획물의 암 예방 효소 유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암세포 증식억제효과에 사용된 4종의 암세포주 중 유일하게 

quinone reductase를 가지고 있는 간암세포주인 HepG2를 

사용하여 QR유도활성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

에 나타내었다. COMM 층의 경우 그 효과가 다른 분획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20, 40, 60, 80 및 120 μg/mL의 

시료를 첨가하였을 때 control 1.0에 비하여 각각 1.44, 2.27, 

2.92, 3.28 및 3.27배로 나타났으며 80 μg/mL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COMB층의 경우 

control에 비해 1.2, 1.23, 1.43, 1.76 및 2.11배로 COMM

층에 비해서는 낮으나 유의적인 QR 유도 활성이 나타났으

며, COMH층과 COMA층에서는 거의 QR 유도 활성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암 예방 효과의 척도로 사용되는 QR 유

도 활성 효과는 노박덩굴의 여러 용매 분획물 중 methanol

층에서 그 효과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butanol층에서도 활

A B C

D FE 

Fig. 5. Morphological changes of
HT-29 human colon adenocarci-
noma cells following incubation
with TTMM. Cells were treated with
COMM for indicated concentra-
tions for 48 h and were photogra-
phed by microscope. A: Control.
B: COMM 30 μg/mL. C: COMM 60
μg/mL. D: COMM 90 μg/mL. E:
COMM 120 μg/mL. F: COMM 150
μg/mL. 



 
 
 
 
 
498 / 노박덩굴 분획물의 암 예방 효과 

 

성효과를 보였으므로 주로 methanol층 분획층과 buthanol 

분획층에 quinone reductase의 inducer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실에서 연구된 다른 

시료들과 비교해 볼 때, 미역귀, 모자반 등의 해조류 분획물

과 해양생물인 키조개 분획물 그리고 육상식물인 적채 분획

물에서의 QR 유도 활성 효과 보다 더 높은 결과라 할 수 있

다.35-38)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생리활성 물

질을 규명하여 기능성식품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요약 및 결론 
  

노박덩굴 분획물의 항 발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박

덩굴을 메탄올로 추출한 후, 다시 핵산, 메탄올, 부탄올, 물

로 순차적으로 분획 추출하여 각 분획별로 암세포증식 억제

에 대한 효과와 암 예방 지표인 QR 유도 활성 효과를 측정하

였다. 4종의 암세포주인 HepG2, MCF-7, HT29 및 B16F10
을 이용하여 암세포 증식 억제 실험을 한 결과 모든 암세포

에서 methanol층인 COMM층에서 다른 층에 비해서 높은 암

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B16F10에 대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최저 농도인 60 μg/mL농도에서 92.91%의 

가장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MCF-7, HT29 및 HepG2의 순이었다. 그리고 COMB층의 
경우 B16F10와 MCF-7에서 최종 농도인 300 μg/mL첨가 
시 각각 70.02%와 50.51%의 낮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를 보였다. 그리고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뛰어난 metha-

nol층을 이용하여 각 암세포주에 처리하여 배양한 후 세포

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COMM층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수의 감소와 뚜렷한 암세포의 형

태적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HepG2주를 이용하여 

quinone reductase의 유도 활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 COMM

층과 COMB층에서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COMM층의 경우 

80 μg/mL의 시료첨가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3.28배의 QR 

유도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COMB층은 최종첨가농도인 120 

μg/mL에서 2.11배의 QR 유도 활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이 두층에의 효과적인 생리 활성물질의 집중적인 연구

가 요구 되어지며, 노박덩굴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 가

능성이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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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us on the induction of quinone reductase on HepG2 cells. Cells
were cultured at a starting density of 1 × 104 cells/mL in D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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