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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미  율무 추출물에 의한 돌연변이  인체 암세포주 증식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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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y Effects of Methanol Extracts from Korean Orysa sartiva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on Mutagenicity and Growth of Human Cancer Cells. Sun-Young Lim*. Division of Marine 
Environment & Bio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inhibitory effects of methanol extracts from Korean Orysa sartiva and Coix lachryma-jo-
bi var. ma-yuen on mutagenicity using Ames test and growth of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and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Both treatments of methanol extracts (5 mg/assay) from Orysa 
sartiva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to Ames test system inhibited aflatoxin B1 (AFB1) induced 
mutagenicity by 76%. In case of N-methyl-N'-nitro-N-nitrosoguamidine (MNNG) induced muta-
genicity, the methanol extracts (5 mg/assay) from Orysa sartiva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showed 79% and 69% inhibitory rate, respectively and the inhibitory effect was a little stronger in 
Orysa sartiva Inhibitory effects of methanol extracts from Orysa sartiva.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on the growth of AGS and HT-29 human cancer cells were increased as dose dependent pat-
terns and the inhibitory effects on AGS and HT-29 cells were similar.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sumption of these cereals, which contain many nutrients with good quality, may be recom-
mended as potent functional foods for improving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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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은 한국, 일본  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 리카와 라

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식으로 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

라 사람들의 식품섭취 실태를 살펴보면 총 식품 섭취량의 

반 이상을 백미를 비롯한 곡류로 섭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 공 량 증   건강 증진을 하여 백미 신 미를 

섭취함이 좋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미(Orysa sartiva)

는 곡류 식이섬유의 요한 공 원으로 백미에 비해 2배 정

도의 식이섬유를 공 할 수 있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비

롯해 지방, 칼슘, 인, 나트륨, 철분 등의 무기질을 많이 함유

하고 있어 건강에 심이 많은 인들에게 기호성이 높다

고 추정된다. 지 까지 미에 한 연구는 미 일반성분

[13,15,25], 장  수분흡수 속도[26]  일반성분의 변화

[31], 미와 백미의 취반 특성의 비교에 한 연구[9]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생산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미에는 압강하, 뇌 기능 개선, 

면역력 증강 등의 기능성이 입증된 γ-aminobutyric acid, in-

ositol, ferulic acid, arabinoxylan 등의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3,4,16,19]되어 있으나 미 추출물에 

의한 항돌연변이  항암효과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율무(Coix lachryma-jobi var. ma-yuen)는 화본과에 속하는 

일년생 재배식물로 원산지는 인도로 추정되며 동양에서는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식용  가축사료로 개

발하여 리 이용되고 있다. 열량  수분 함량은 곡류와 비

슷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곡류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으며 지질 함량 역시 높다. 율무는 조단백질과 조지질 이

외에도 칼슘, 철분,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을 다량 함유하

고 있어 양 으로 우수하고 건강보조식품으로나 체식량

자원으로 합하며 한약재로 건우, 이뇨, 자양 등에 효과가 

있으며 , 간, 신장질환이나 신경통, 당뇨병 등의 치료에 사

용되어 왔다[10,29]. 최근에는  콜 스테롤 농도를 하

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율무의 약효 성분  coixol이라는 성

분은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고 종자에 있는 coixenolide 성분

과 같은 항암작용을 하는 기능성 물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0,27,28]. 한 율무는 성지방 함량을 하시키고 

조직과 장, 간의 콜 스테롤 재분배를 담당하는 HDL-콜

스테롤 함량을 증가[2,23]시켜 체 인 지질 사에 여하

는 것으로 밝 져 왔으나 암세포 독성 효과나 다제내성 극복 

효과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많은 역학조사 결과 과일과 채소  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 심 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들의 발병율이 낮았다고 보

고되었다[12,24]. 우리나라는 통 으로 과거에 과 함께 

보리, 수수, 기장, 메 , 옥수수, 귀리, 콩, 팥 등을 주식으로 

많이 섭취하 으나 일반 으로 곡류의 요성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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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심은 상 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  율무의 섭취에 의한 항돌연변이  인체 암세포 증

식 억제효과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된 미와 율무는 부산 부 시장에서 한국산

으로 구입하여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한 다음 분쇄한 후 각각 

5배의 메탄올을 넣고 3회 추출하 다. 회 식 진공 농축기 

(Buchi oil & 461, Switserland)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di-

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 다. 세포

배양에 사용된 DMSO의 최종농도는 0.1%이하가 되도록 하

다.

Ames 돌연변이 유발 실험

Salmonella typhimurium TA100은 S. typhimurium LT-2의 

histidine auxotroph로서 미국 California 학의 B.N. Ames 

박사로부터 제공받아 정기 으로 histidine 요구성, deep 

rough (rfa) 돌연변이, uvrB 돌연변이, R factor 등의 유 형

질을 확인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간  돌연변이 유발물

질인 AFB1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서 구입하여 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 고 직  돌연변

이원인 MNNG는 Sigma Chemical Co.에서 구입하여 증류수

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 다. 간 돌연변이원인 AFB1의 경우 

활성화를 하여 Maron과 Ames의 방법[18]에 따라 S9 mix-

ture를 첨가하 다. 항돌연변이 실험은 미리 건열 멸균시킨 

glass cap tube에 S9 mix 혹은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0.5 ml, 하룻밤 배양된 균주 0.1 ml (1～2×109 cells/ml)

와 돌연변이 유발물질 (50 μl)을 가한 후, 시료를 1.25 mg/ 

plate 가하여 37oC에서 20분간 비 배양한 다음 histidine/ 

biotin이 첨가된 top agar (45oC) 2 ml 씩을 가하고 vortex하

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도말하고 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revertant 숫자를 계수하 다. 돌연변이 억제효과

의 정도(inhibition rate)는 아래식에 의해 계산하 다[1].

Inhibition rate (%)=100×[(a-b)/(a-c)]

여기서 a는 돌연변이원에 의해 유도된 복귀돌연변이원수, 

b는 시료를 처리하 을 때의 복귀돌연변이의 수이며, c는 돌연

변이원과 시료가 없을 경우의 자연복귀돌연변이원의 수이다.

암세포 배양  증식 억제 실험

한국 세포주 은행(서울의 )으로부터 인체 암세포(AGS)

와 인체 결장암세포(HT-29)를 분양받아 본 실험실에서 배양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AGS와 HT-29 암세포를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0% fetal calf serum 

(FCS)가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in-

cubator에서 배양하 다. 배양 인 세포를 1주일에 2번 re-

feeding하고 1주일 후 PBS로 세척한 뒤 0.05% trypsin-0.02% 

EDTA (Gibco Co., US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여 원심분

리 한 후 집 된 암세포에 배지를 넣고 피펫으로 암세포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잘 혼합하여 75 mm3 cell culture flask에 

10 ml 씩 일정수 분할하여 주입하고 계속 6～7일마다 계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계  배양 시 각각의 pas-

sage number를 기록하 고 passage number가 10회 이상일 

때는 새로운 암세포를 액체 질소 탱크로부터 꺼내어 다시 배

양하여 실험하 다. 암세포 증식 억제 실험은 암세포 배양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양하되 원심분리 한 후 집 된 암세포를 

골고루 분산되도록 잘 혼합하여 24 well plate 에 20,000 

cells/ml의 농도를 seeding하여 18시간 배양하 다. 각 시료 

유기용매 추출물을 첨가하여 2일마다 배지로 교체해서 배양 

6일 후에 증식된 세포를 0.05% trypsin-0.02% EDTA로 분리

하여 각 세포수를 hemocytometer로 측정하여 조군과 비

교하여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찰하 다[7,8,11].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mean±SD으로 나타내었고 분석된 실험 데이

터는 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one- 

way ANOVA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을 경우에 post-hoc 

test로 Duncan's mu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95% 수 에

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미  율무 메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효과

쥐 간 추출물 S9 mixture을 넣어 체내에서의 돌연변이 억

제 효과를 간 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AFB1 

(0.6 mg/plate)에 해 미 메탄올 추출물은 농도의 증가와 

더불어 돌연변이 억제 효과가 증가하 다. 첨가농도 2.5  

5 mg/plate일 때 각각 70%  76%의 돌연변이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율무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도 첨가농도 2.5  

5 mg/plate일 때 각각 60%  76%의 항돌연변이 효과를 

찰 할 수가 있었다. 직  돌연변이인 MNNG은 S. typhimu-

rium TA100에 한 표 인 diagnostic mutagen으로서 이

들의 활성화에 S9 activation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  돌연

변이원이다. MMNG 혹은 그 동족체인 N-ethyl-N'-nitro-N- 

nitrosoguanidine (EMNG)의 투여로 쥐의 선 에서 암을 발

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발암 작용은 핵산의 alkyl화와 같은 DNA 염기 배열

에 유  이상을 일으키는 유 인 작용과 단백질의 아미

노산의 니트로아미노화 등 DNA 정보 발 에 이상을 일으키

는 것과 같은 기 에 여한다고 알려져 있다[30]. AFB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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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Orysa sartiva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on the mutagenicity of AFB1 

(0.6 m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1001

Sample (mg/plate)
Revertants

/plate

Inhibition

rate (%)2

Spontaneous

Control (AFB1)

Orysa sartiva 1.25

2.5

5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1.25

2.5

5

 109±25
3

1091±32a

 638±14b

 408±37c

 346±15c

 

 680±53
b

 498±80c

 358±63c

 

 

46

70

76

 

42

60

76
10.5 ml of the S9 mix, 0.1 ml of the test bacterial suspension 

from an overnight culture, 50 μl of AFB1 and 0.1 ml of the 

test compound were added. Then the plates were incubated 

at 37
oC for 48 hr. and the revertant bacterial colonies on each 

plate were counted. 
2Inhibition rate (%)=(Control-Sample)/(Control-Spontaneous) 

×100
3Values are mean±SD.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은 농도인 0.6 mg/plate의 농도의 MNNG를 사용하여 S. ty-

phimurium TA100 균주에 한 미  율무 메탄올 추출물

의 항돌연변이성 실험을 한 결과, 첨가농도 2.5 mg/plate일 

때부터 50% 이상의 돌연변이 억제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Table 2). 특히 미  율무 메탄올 추출물들을 첨가농도 5 

mg/plate로 처리했을 때 각각 79%  69%의 항돌연변이 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S. typhimurium TA100 균

주에 한 AFB1과 MNNG의 돌연변이 유발실험에서 두 가

지 곡물인 미와 율무는 뚜렷한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었음

을 찰할 수가 있었다. Chun 등[5]은 백미  미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항돌연변이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간  돌연변

이원에 해서는 백미  미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억제효

과가 90%이상으로 두 추출물 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으나 

직 돌연변이원에 의한 돌연변이에 해서는 미 메탄올 

추출물만이 64%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한 이들 추출물들은 E. coli PQ37을 이용한 SOS chromotest

와 Bacillus subtilis H17와 M45를 이용한 spore rec-assay에서

도 강한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Kwak 등[17]은 메 , 수수, 기장  율무 에탄올 추출물들을 

얻어 Ames test한 결과 S. typhimurium TA 98과 TA100에서

의 직 돌연변이원에 한 항돌연변이효과는 수수와 기장이 

가장 좋았으며 간 인 항돌연변이 효과는 기장, 수수  

율무가 가장 우수하 다고 보고하 다. Kang 등[14]은 미, 

백미, 율무, 기장, 메   수수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SOS 

Table 2.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Orysa sartiva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on mutagenicity of MNNG 

(0.6m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1001 

Sample (mg/plate)
Revertants

/plate

Inhibition

rate (%)2

Spontaneous

Control (MNNG)

 

Orysa sartiva 1.25

2.5

5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1.25

2.5

5

 148±25
3

1308±90a

 

 804±52b

 567±93c

 386±87d

 

 867±107
b

 683±35c

 509±48c

 

 

 

43

64

79

 

38

54

69
10.5 ml of PBS, 0.1 ml of the test bacterial suspension from 

an overnight culture, 50 μl of MNNG and 0.1 ml of the test 

compound were added. Then the plates were incubated at 

37
oC for 48 hr. and the revertant bacterial colonies on each 

plate were counted. 
2Inhibition rate (%)=(Control-Sample)/(Control-Spontaneous) 

×100
3Values are mean±SD.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chromotest를 이용한 돌연변이 억제 실험에서 미와 메

의 활성이 히 높았으나 건강식품으로 리 알려진 율무

에서는 상과 다소 다르게 변이원에 한 억제활성이 낮았

다고 보고하 다. 

인체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높은 항돌연변이 효과를 보 던 미  율무 메탄올 추

출물들에 의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검토한 결과, 미 

메탄올 추출물을 5, 10, 20 mg/ml의 농도별로 인체 암세

포(AGS)에 처리했을 때(Fig. 1) 농도 의존 으로 암세포 증

식 억제 효과가 증가하여 10 mg/ml 첨가농도에서 58%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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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effect of methanol extracts of Orysa sartiva 

(OS)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CL) on the 

growth of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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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 of methanol extracts of Orysa sartiva 

(OS) and Coix lachryma-jobi var. ma-yuen (CL) on the 

growth of HT-29 human colon adenocarcinoma cells.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p<0.05.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 고, 20 mg/ml 농도에서 72%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율무 메탄올 추출

물의 경우도 미 메탄올 추출물과 유사하게 농도 의존 으

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켰으며 첨가농도 20 mg/ml일 때 

77%의 증식 억제효과를 살펴 볼 수가 있었다. Fig. 2는 인체 

결장암세포(HT-29)에 이들 미  율무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체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처럼 율무 메탄올 추출물은 첨가농도 5 mg/ml에

서부터 50% 이상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미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첨가농도 5 mg/ml에서는 42%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첨가농도 20 mg/ml에서는 70%로 

결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켰다. 본 실험에서 암세포에 처

리한 미  율무 메탄올 추출물의 농도가 정제된 물질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으나 이는 용매 추출물을 이용한 비 

실험으로 향후 정상세포에서의 독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용매 

추출물들을 더욱 정제하여 안정한 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율무의 생리, 약리활성에 한 연구로는 종자

에서 추출한 coxienolide의 항암활성이 보고되었고[20,27,28], 

Numata 등[20]은 율무의 유리지방산 분획물이 sacorma 180 

cell에 한 항암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Otsuka 등

[21]은 율무에 의한 여러 benzoxazinoids 유도체들의 hista-

mine 방출억제 효과로 항염증 작용을 보고한 바 있다. 한 

Takahashi 등[27]은 율무유래 glycan에 의한 당강하 작용, 

체 증가 억제효과, 콜 스테롤 감소효과, 돌연변이 억제효

과, 항산화효과 등 생리활성에 한 연구를 보고하 다. Park 

등[22]은 양 상태 흰쥐를 상으로 미  율무로 구성

된 생식 는 열처리 생식을 식이에 첨가하 을 때 청  

간조직의 콜 스테롤 농도가 감소하 고 간조직에서 지질과

산화 정도가 감소하 으며 면역활성도 증가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열처리하지 않은 미  율무 생식이 보다 우수한 

생리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덧붙 다. Chun 등[6]은 고등진핵

세포계 시험법인 mitomycine C (MMC)로 유발된 CHL 세포

의 염색체 이상실험에서 미 추출물의 농도 증가와 더불어 

MMC에 의한 염색체 이상을 나타내는 세포수가 다소 불규칙

하 으나 7-30%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

상의 본 연구 결과로부터도 미  율무 메탄올 추출물들은 

Ames test에서 직   간  돌연변이원에 의한 돌연변이 

해효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인체 암세포에서도 높은 증

식 억제 효과를 나타냄을 살펴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의 핵가족화로 많은 노력이 들어 만드는 음식보다는 손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이나 주식 용으

로 빵류에 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곡류보다 

비교  양질의 양소를 가진 미와 율무를 포함하는 생식 

혹은 잡곡은 양 으로 우수한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체식량자원으로 합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교  양질의 양소를 가진 미  율

무 메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인체 암세포 증식억제 효

과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Ames test를 이용한 돌연변

이 억제 실험에서 AFB1 (0.6 mg/plate)에 해 미 메탄올 

추출물은 농도의 증가와 더불어 돌연변이 억제 효과가 증가

하여 첨가농도 2.5  5 mg/plate일 때 각각 70%  76%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율무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도 첨가

농도 2.5  5 mg/plate일 때 각각 60%  76%의 항돌연변

이 효과를 찰 할 수가 있었다. 직 돌연변이원인 MNNG

에 해서도 미  율무 메탄올 추출물들은 첨가농도 5 

mg/plate에서 각각 79%  69%의 항돌연변이 효과를 나타

내었다. 인체 암세포(AGS)에 미 메탄올 추출물을 5, 10, 

20 mg/ml의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농도 의존 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증가하 다. 율무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도 

미 메탄올 추출물과 유사하게 농도 의존 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켰으며 첨가농도 20 mg/ml일 때 77%의 증식 

억제효과를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인체 결장암세포(HT-29)의 

경우에서도 이들 미  율무추출물은 낮은 농도에서부터 

그 억제효과가 나타나 농도 의존 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

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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