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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야채추출물의 인간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야
채수프에 사용되는 무, 무청, 우엉, 표고버섯, 당근등의 야채추출물을 이용하여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인간 암세포주는 위암 (AGS) 세포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HL-60) 세포주, 폐암 (A549) 세포주를 사용하였으며 
MTS방법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를 확인하였다. 위암 세포주는 표고버섯과 당근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있었으
며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세포주는 무청, 우엉, 당근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우엉과 당근에서 
유의성 있는 억제를 보였으며 폐암 세포주는 무, 무청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가 있는 야
채추출물을 이용한 야채스프는 항암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과 융복합적인 웰리스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야채추출물, 위암세포, 백혈병세포, 폐암세포, 세포독성, 웰리스, 융복합

Abstract  The present stur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antiproliferation in human cancer 
cells, using vegetable extract of Radish, Radish leaves, Burdock, Shiitake, Carrot of the ordinary vegetable 
soup. Human cancer cells identify the cancer cell growth with MTS, using stomach cancer cell line (AGS), 
human promyelocytic leukemia (HL-60) and lung cancer cell line (A549). Shiitake and Carrot are effective on 
the 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activities of AGS. Radish leaves, Burdock, Carrot have a significance with 
HL-60 and Radish, Radish leaves works well in A549. The vegetable extracts which is effective for 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is considered to applicate base line data for using functional materials and  for wellnes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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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속한 경제 발 과 노년인구의 증가  환경악

화로 암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의 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암 발생 억

제와 건강유지를 해 각종 야채 등을 이용한 식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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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일상 식품  녹황색 채소와 

같은 자연식품의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에 한 연구가 

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녹황색 채소추출물을 이

용하여 암이나 비만,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을 방하기 

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1], 항염효과도 보고되고 

있다[2]. 한 녹황색 채소 추출물의 섭취 횟수가 많을수

록 암 발생의 험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3]. 최근 이

러한 녹황색 채소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법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당근, 무, 무청, 우엉, 표고버섯을 재

료로 한 야채스 가 일본에서 성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암환자, 성인병질환  아토피질환의 환자에게  많은 

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시 에는 많은 제품들이 매되

고 있다[4]. 야채스 의 원료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

할 수 있는 재료인 당근은 비타민A의 구체로 베타카로

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5], 인체에서 암이나 노화, 각

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6.7]. 무는 소화불량, 숙취해소, 진해거담, 해열 소염작용

과 같은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소재  

응용제품 탐색연구로 미백, 항균, 항산화, 항암 등의 연구

가 진행 이며[8,9] 특히 재래종 무 기의 에탄올 추출

물의 항암효과가 보고되었다[10,11]. 무의 잎 부분인 무청

은 35%이상이 식이섬유이고 20% 내외의 단백질과 철분,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무청의 항산화 효과가 보고

되고 있으며[12] 에탄올 추출물의 폐암에 한 효과가 보

고되고 있다[13]. 한 장내 자극과 자궁 수축 활성능 

등에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4]. 우엉은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등 많은 종류의 polyphenol화합물을 함

유하며 항균작용이 보고되어 있다[15]. 표고버섯은 약리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다양한 항염  항산화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버섯 다당체의 생리활성에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6].  그러나  무, 무청, 우엉, 표고버섯, 당

근을 가열 처리하여 만들어진 야채스 가 실제 으로 암

환자들에게 주로 음용이 되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상

되고 있으나, 이들에 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의 검정

은 무한 상태이다. 이에 야채스 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작용을 입증하기 해 음용되고 있는 야채스 의 재

료인 무, 무청, 우엉, 표고버섯, 당근등을 에탄올 추출하

여 인간암세포주인 AGS, HL-60, A-549에 한 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2.1 야채추출물제조

2.1.1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야채는 야채스 를 생산하는  (주)

참든건강과학( 주 역시)에서 제공받아 야채 500g에  

99.9% 에탄올을  가하여 50℃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회

진공농축(N-1000, EYELA, Tokyo, Japan)한 후, 야채

추출물을 얻었다.

2.1.2 야채추출물의 수득량

Ingredients g %

Radish(RA) 11.5 2.3

Radish leaves(RL) 10.8 2.1

Burdock(BU)  14.5 2.9

shiitake(SH)  7.5 1.5

Carrot(CA)  6.5 1.3

<Table 1> Yield of vegetable extract

2.1.3 암 세포주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암 세포주는 암세포주 AGS, 액

암세포 HL-60,  폐암세포주 A549로 한국 세포주은행

(Korea Cell Line Bank ; KCLB)으로부터 분양 받아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Inc, 

NY, USA), 100 units/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GIBCO Inc, NY, USA)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Gibco. USA)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 에서 배양하 다. 세포가 배양용기의 80% 정

도 증식하 을 때 정수의 세포를 유지하기 하여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한 후 0.25% 

trypsin-EDTA를 처리하여 계  배양하 고  배양액은 

3-4일마다 교환하 다.

2.1.4 암세포 증식억제율

일반 인 야채추출물의 인간 암세포주 AGS, HL-60, 

A549에 한 증식 억제효과는 Desai 등[17]의 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이는 mitochondrial dehydrogenases에 

의하여 MTS가 Formazan으로 환되는 것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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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96 well plate에 1.0×105 cell/well의 AGS, HL-60, 

A549세포를 분주하고,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야채추출

물을 농도별 0.2 mg/mL, 1 mg/mL, 2 mg/mL로 처리하

여 이를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20 μL의 MTS 

solution을 첨가한 후 CO2 배양기(37℃, 5% CO2)에서 4

시간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조

군에 한 세포 생존률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 

2.2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표 오차(Mean±S.E.)로 계산하

고, 각 군간의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

다. 이 t-검정에서 p＜0.05 일 경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야채추출물의 AGS증식 억제효과

야채추출물의 AGS 증식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해  

MTS assay를 이용하여 AGS 증식 억제효과를 알아보았

다. AGS에 야채추출물을 0.2 mg/mL, 1 mg/mL, 2 

mg/mL의 농도로 시료 처리를 한 후 각 AGS의 증식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1]과 같다. 야채추출물 0.2 

mg/mL, 1mg/mL에서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 못

하 으나 야채추출물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SH, CA

에서 AGS 의 생존률이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어 가장 

높은 농도인  2mg/mL에서 AGS 증식 억제효과가 나타

났다. 특히 SH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암세

포 50%억제효과를 보고하 으며 이는 버섯류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라보이드 화합물의 항암작용으로 사료되

며 특히  표고균사체를 종, 배양하여 얻어진 추출액을 

간암세포, 유방암세포, 자궁경부암세포 그리고 고형암에 

투여시 3가지 암세포의 형태변화  증식 억제가  찰되

었고[18], 녹엽채소와 근채류의 경우에는 항산화물질

(antioxidant)이자 세포 성장 조 에 여하는 물질인 비

타민 A로의 환이 가능한 베타-카로틴(beta-carotene)

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고농도로 섭취시 암 발생의 

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19].

[Fig. 1] The Cell Viability of AGS 
AGS were treated with Vegetable extract for 1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S Assay.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shown as percentage cell viability compared with the viability of 

untreated control cells. RA:Radish, RL:Radish leaves, BU:Burdock 

SH:shiitake, CA:Carrot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3.2 야채추출물의  HL-60 증식 억제효과

야채추출물의 HL-60증식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해 

MTS assay를 이용하여 HL-60 증식 억제효과를 알아보

았다. HL-60에 야채추출물을 0.2 mg/mL, 1 mg/mL, 2 

mg/mL 의 농도로 시료 처리를 한 후 각 HL-60의 증식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2]과 같다. 야채추출물 

모두 0.2 mg/mL에서는 HL-60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하

으나 1 mg/mL에서는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HL-60의 생존율이 농도 의존 으로 하되어 가장 높은 

농도인 2 mg/mL에서 HL-60 증식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RL, BU, CA에서  유의성 있는 억제율을 보 다. 무

청추출물의 생리활성을 조사한 결과 폴리페놀성분에 의

한 항산화 효과가 보고되었으며[20] 채소와 근채류의 경

우에는 항산화물질(antioxidant)이자 세포 성장 조 에 

여하는 물질인 폴리페놀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17] 암세포 억제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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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ell Viability of HL-60.  
HL-60 were treated with Vegetable extract for 1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S Assay.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shown as percentage cell viability compared 

with the viability of untreated control cells. RA:Radish, RL:Radish 

leaves, BU:Burdock SH:shiitake, CA:Carrot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3.1.3 야채추출물의 A549 증식 억제효과 

야채추출물의 세포증식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해 

A549를 상으로 MTS assay를 이용하여 A549증식 억

제효과를 알아보았다. A549에 야채추출물을 0.2 mg/mL, 

1 mg/mL, 2 mg/mL 의 농도로 시료 처리를 한 후 각 

A549의 증식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3]과 같다. 

야채추출물 모두 0.2 mg/mL에서는 A549의 증식을 억제

하지 못하 으나 1 mg/mL에서는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

됨에 따라 A549의 생존율이 농도 의존 으로 하되어 

가장 높은 농도인 2 mg/mL에서  A549 증식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RA, RL에서 더 높은 억제율을 보 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여러종류의 glucosinolate가 존재하며 

이들  특히 indolw형 glucosinolate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분해되어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을 생성한다

고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에서 량 생산되고 있

는 십자화과 채소인  무에서 항암 구물질인 indole 

glucosinolate를 포함한 glucosinolate를 분석  동정하

고 가공처리조건에 따라 항암물질인 indoleacetonitrile과 

indolemethanol의 함량을 측정하 다는 보고가 있다[21].

[Fig. 3]  The Cell Viability of A549.  
A549 were treated with Vegetable extract for 1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S Assay.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shown as percentage cell 

viability compared with the viability of untreated control 

cells. RA:Radish, RL:Radish leaves, BU:Burdock SH:shiitake, 

CA:Carrot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4.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인 야채스 의 재료로 사용되는 무, 

무청, 우엉, 표고, 당근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인간 

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각 야채의 에탄올 

추출물을 0.2 mg/mL, 1 mg/mL, 2 mg/mL 의 농도로 시

료 처리한 결과 AGS는 SH, CA를 2 mg/mL처리한 군에

서 유의한 억제가 있었다.  HL-60에서는 RL, BU, CA를 

2 mg/mL처리한 군에서 유의한 억제를 보 으며, A549

는 RA, RL를 2 mg/mL처리한 군에서 유의한 억제를 보

다. 이는 건강 기능성 식품산업 분야에서 기능성 소재

로 활용할 수 있는 야채스 의 항암력에 한 기 인 

생리 활성을  입증한 것으로 사료되며, 야채추출물의 생

리 활성 물질 분리와 같은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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