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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진공건조 참치추출물의 in vitro 항암 및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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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Anticancer and Antioxidant Effect of Solvent Extracts from Tuna Dried at Low Temperature 
Vacuum. Joo Ri Jang, Kyung Kun Kim1, Soo Beom Mun1 and Sun-Young Lim*. Division of Marine 
Environment & Bio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1Division of Marine System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We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solvent extracts from dried tuna on the growth of cancer cell lines (HT1080 human fibrosarcoma and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and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hibitory effects of acetone with 
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on the growth of HT1080 and HT-29 cancer 
cells increas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p<0.05). The inhibitory effect was more significant on 
the growth of HT1080 cells, and A+M extracts had a higher inhibitory effect compared to MeOH 
extracts. The treatments of hexane, 85% aq. methanol, butanol and water fractions significantly in-
hibited the growth of both cancer cells (p<0.05). Among the fractions, hexane and 85% aq. methanol 
fractions showed higher inhibitory effects. In order to determine the protective effect on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a DCHF-DA (dichlorodihydrofluorescin diacetate) assay was conducted. All fractions, 
including crude extracts of dried tuna, appeare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levels of intracellular re-
active oxygen species (ROS) with dose responses (p<0.05). Among the fractions, BuOH and 85% meth-
anol fractions showed a higher protec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of lipid peroxid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sumption of tuna may be recommended as a potent functional food for prevent-
ing cellular oxidation an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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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치(Thunnus thynnus)는 농어목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

로 북반구에 서식하는 북방 참다랑어와 3대양의 남부에만 서

식하는 남방 참다랑어 2종으로 나뉜다. 지방 함량이 높아지

는 12～2월에 가장 맛이 좋아 회, 초밥 등으로 먹으며, 육질

이 곱고 맛이 매우 좋아 최고급 어종에 속한다. 또한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

롤 농도를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하며[20], 뇌혈관 질환의 감

소[28], 심장 질환의 회복[1], 항암 활성[25]과 같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작용을 가진다.

어류의 근육은 eicosapentaenoic acid (EPA, 20:5n-3)와 

docosahexaenoic acid (DHA, 22:6n-3)같은 n-3계 다가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18], 참치와 같이 넓게 이동

하는 어종의 근육에서는 이동하지 않는 종보다 DHA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14,15].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n-3계 지

방산은 고혈압 예방, 혈류 개선작용, 뇌신경 및 심근경색 예

방, 노인성 치매 예방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6,19,23]. N-3계 다가불포화지방산의 하나

인 EPA는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중성 지질의 농도를 현저

히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어 혈전증, 동맥경화증 등 순환기 

계통의 질환 방지[11] 및 특정한 종양의 발육 억제 효과가 있

다[2]. 또한 EPA보다 불포화도가 높은 DHA는 분자구조상 

세포막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혈액을 흐르기 좋은 형태로 만

들어 주고 동시에 LDL-콜레스테롤을 제거해 동맥경화를 예

방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5,27], 현

재 EPA 및 DHA를 포함하는 n-3계 다가불포화지방산을 함

유한 건강기능식품이 시판되고 있다. 특히 n-3계 지방산의 

섭취는 조직 내 지질, 혈장, 혈소판 막의 n-6계 지방산을 대

치하는데 Kamali 등[9]의 연구에 의하면 arachidonic acid 

(AA, 20:4n-6) 수치는 정상 조직보다 neoplastic tissue에서 

높으나 어유를 처리하였을 경우 AA 수치가 상당히 낮춰짐

을 보고하였다. 또한 DHA나 EPA가 cyclooxygenase에 대하

여 AA와 경쟁함으로서 AA 대사산물을 낮추는 억제제로 작

용할 것이라는 보고도 AA 대사 작용과의 연관성을 설명하

고 있다[3]. 이밖에도 n-3계 불포화지방산은 n-6계 불포화지

방산에 비하여 대장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

였으며[17], 간암세포 증식도 억제하였음이 보고되었다[21]. 

Hwang 등[6]은 참치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항암활성 및 면

역학적 실험을 한 결과 in vitro에서 인체 장암세포 및 백혈병

성 임파모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으며 S-180세포를 접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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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참치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 용혈반 형성 세포수와 혈

청 단백질 중 immunoglobulin의 상대적 비율이 현저히 증가

함을 관찰하여 생체 내에서 면역 증강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현재 참치 부산물이나 참치유를 이

용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만, 실제 참치에서 섭취하는 부분

인 근육 부위를 이용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주요 섭취 형

태인 회와 초밥 외에 간편하면서도 참치가 가진 맛과 영양소

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공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건조에 의한 식품가공기술은 식품을 보존하는 수단

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으며 열풍건조, 진공건조 및 동

결건조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온

진공건조 방법은 재료의 수분함유량의 조절이 간편하며 재

료의 건조온도가 비교적 낮아 참치 재료의 열에 의한 변형이 

적고 산소농도가 매우 낮아 건조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패와 변질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풍건조기에 비

하여 건조시간도 비교적 짧은 장점이 있다. 에너지 비용 절

약이라는 측면에서도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와 비교했을 때 

1/3～1/4 정도로 결과적으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건

조 품질의 향상과 다양한 응용식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치의 근육 부위를 저온 진공 건

조기를 이용하여 참치에 함유된 유용성분의 파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고 이상의 방법으로 건조된 참치를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이들 참치 추출물과 분획물들에 의한 인체 결장암 

및 섬유육종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 및 세포 내 활성산소종 

억제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냉동된 참치는 2008년 4월 부산 자갈치 수산시장에서 구

입하여 적당한 크기로 토막 내어 저온 진공 건조기를 이용하

여 40oC에서 40 torr의 압력으로 30시간  건조하였다. 

추출 및 분획

건조된 참치는 실험 사용 전까지 -75oC에 냉동 보관되었

다가 유기용매 추출을 위하여 acetone:methylene chloride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건조 참치가 충분히 잠기도록 하여 24

시간 방치한 후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얻은 여

액은 40oC 수욕 상에서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Japan)로서 농축하여 acetone/methylene chloride 추출물

(A+M)을 얻었다. 남은 잔사에 동량의 methanol을 부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한 후 농축하여 methanol 추출물

(MeOH)을 얻었다. 두 추출물을 혼합한 추출물은 용매 극성

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획하여 hexane, 85% aq. MeOH, buta-

nol (BuOH), water 분획물을 얻었다. 실험에는 각각의 추출

물들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

고 암세포에 대한 생육억제활성 시험에는 필요한 농도로 희

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DMSO의 최종농도는 0.1% 이

하가 되도록 하였다.

MTT assay

한국 세포주 은행(서울의대)으로부터 인체 섬유육종세포

(HT1080)와 인체 결장암세포(HT-29)를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이들 세포들은 각각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

과 10% FBS가 함유된 DMEM 배지와 RPMI 1640 배지를 사용

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암세포

는 96 well plate에 2×104 cells/ml이 되도록 100 µl씩 분주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는 제거하

고 배지로 희석한 각각의 시료를 well당 100 µl씩 첨가하였으

며, 대조군에는 시료 대신 PBS를 100 µl씩 첨가하였다. 이 

plate를 다시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MTT assay를 위하여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시약 5 mg을 1 ml 

PBS로 녹인 후, 10% FBS가 함유된 배지 9 ml와 희석하고 희석

된 MTT 시약을 각 plate에 100 µl씩 첨가하고 3～4 시간 동안 

더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배양종료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가라앉힌 후, 각 well에 형성된 결정이 흐트

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응 후 남은 MTT가 처리된 배지

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배지가 제거된 각 well에 100 µl씩
의 DMSO를 가하여 5-10 분간 반응시켜 formazan 결정을 용

해시키고 광도계(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4]. 이 흡광도 값은 MTT가 세포에 의해서 환원된 양을 

나타내며, 따라서 각 well에 존재하는 생존 수와 비례한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측정

인체 섬유육종세포인 HT1080세포는 한국 세포 주 은행으

로부터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인체 섬유육종세포

(HT1080)는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0% 

FBS가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in-

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은 2',7’-dichlor-

odihydrofluorescin diacetate (DCHF-DA) assay로 측정하였

다[12,26]. DCHF-DA (Sigma, USA)는 세포 내 활성산소종과 

반응하여 형광물질(dichlorofluorescein, DCF)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 시약을 세포 속에 넣어 발생하는 형광을 측정함으

로써 세포 내의 활성산소종을 측정할 수 있다. 세포를 9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24시간 배양하고, PBS로 씻은 후 20 µM 
DCHF-DA을 각 well에 분주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

서 20분간 pre-incubation하였다. 각 well에 시료를 처리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1시간 incubation한 후, 반응하고 

남은 DCHF-DA을 없애고 세포는 다시 PBS로 씻은 후 500 µM 
H2O2를 처리하여 시간별로 DCF fluorescence를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에서 형광 분석기로 측정하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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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들(blank군과 control군)은 시료 대신 PBS를 처리하며, 

control군은 500 µM H2O2를 처리를 하고, blank군은 500 µM 
H2O2 대신 PBS를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Mean±SEM (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타내었고 분석된 실험 데이터는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유의성

이 있을 경우에 post-hoc test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In vitro 항암 효과

건조 참치 추출물과 그 분획물들의 인체 섬유육종세포

(HT1080)와 인체 결장암세포(HT-29)에 대한 in vitro 증식 억

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MTT assay를 행하였다. Fig. 1은 건조 

참치의 acetone/methylene chloride 추출물(A+M)과 meth-

anol 추출물(MeOH)을 0.5, 1, 5 mg/ml의 농도로 인체 섬유육

종세포(HT1080)에 처리했을 때 인체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A+M 추출물은 가장 낮은 농도인 0.5 mg/ml

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의 성

장을 억제시켜 1 mg/ml 첨가농도에서 74%의 증식 억제효과

를 보였고, 5 mg/ml 첨가농도에서는 97%로 높은 억제효과를 

보였다(p<0.05). MeOH 추출물의 경우 A+M 추출물과 비교하

였을 때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5 mg/ml을 첨가하였을 

때 77%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보였다(p<0.05). 건조 참치 

추출물을 hexane, 85% aq. MeOH, butanol (BuOH), water로 

다시 추출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처리하였

을 때 hexane과 85% aq. MeOH 분획물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

부터 활성을 나타내어 1 mg/ml 농도에서 각각 97%, 85%를 

나타내었고, 5 mg/ml 농도에서 각각 97%, 98%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p<0.05)를 나타내었다(Fig. 2). BuOH 분획물의 

Fig. 1.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of dried tuna on the growth of HT1080 

human fibrosarcoma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Fig. 2. Effect of its solvent fractions of dried tuna on the 

growth of HT1080 human fibraosarcoma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fraction

경우에서도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에 5 mg/ml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98%의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내었으나 water 

분획물의 경우 기타 분획물들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Fig. 3은 인체 결장암세포(HT-29)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M 추출물은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낮았으나 1 및 

5 mg/ml의 첨가농도에서 각각 45% 및 95%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보였다(p<0.05). MeOH 추출물도 앞서 A+M 추출

물 결과와 유사하게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에 비해 낮은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보였지만, 첨가농도 5 mg/ml에서는 

93%로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보였다(p<0.05). Fig. 4는 

건조 참치 추출물의 hexane, 85% aq. MeOH, butanol (BuOH), 

water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인체 결장암세포(HT-29)에 처리

했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분획물

들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효과가 높은 것을 살펴 볼 수가 

있었다. 특히 hexane과 85% aq. MeOH 분획물은 앞서의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의 결과와 유사하게 낮은 농도에서부

터 활성이 나타나 1 mg/ml 이상의 농도에서 85% 이상의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인체 결장암세포(HT-29)에서도 water 

분획물의 활성이 가장 낮았으며 BuOH 분획물의 경우 첨가농

Fig. 3.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of dried tuna on the growth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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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its solvent fractions of dried tuna on the 

growth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fraction

도 5 mg/ml에서 96%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p<0.05)를 보였

다. Shin 등[22]은 결장암세포(HT-29)를 비롯하여 간암세포

(HepG2), 피부암세포(B16F-10), 유방암세포(MCF-7)에 대해 

참치 지느러미 추출물에 의한 암세포 독성 효과를 검토한 결

과 hexane, MeOH, butanol (BuOH), water 분획물 중 MeOH 

분획물에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높았으며, 네 가지 암세

포주 중 간암세포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했

다. 또한 형태학적 변화 관찰 결과 분획물 농도 증가에 따라 

암세포의 부착력이 상실되고 심한 형태적 변형이 나타났다. 

Hwang 등[7]은 DHA가 함유된 참치유를 처리한 실험에서 직

장암세포(HRT-18), 결장암세포(HT-29), 임파모세포(L1210)에 

대해 DHA가 35% 함유된 참치유를 100 µg/ml 이상 처리 했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보고하였다. Kim 등

[10]은 n-6 계열 지방산 급원으로 옥수수기름과 n-3 계열 지방

산 급원으로 참치기름의 식이내 수준에 따라 쥐 간세포 암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옥수수기름군의 경우 

25% 수준에서 암화과정을 크게 촉진시켰으나 참치기름군의 

경우 암화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옥수수기름군에서 유도된 지질과산화물과는 다르게 세

포독성 효과를 보여 전암성 병변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억제시

켰으며 참치기름군은 높은 소포체막 안정도를 유지하고, glu-

tahione reductase (GR) 활성도 역시 높아져 환원형 gluta-

thione 생성을 원활히하여 free radical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간세포 보호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현재 참치 

섭취 형태인 회와 초밥 외에도 여러 실험에 사용된 참치 부산

물이나 근육 부위를 이용한 새로운 가공식품의 개발을 통해 

참치를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n vitro 항산화 효과

건조 참치의 A+M 추출물 및 MeOH 추출물과 각 분획물

들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종 억제효과을 알아보고자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를 이용하여 DCHF-DA assay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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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from dried tuna on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 HT1080 cells. A+M 

5, acetone with methylene chloride extract 5 mg/ml; 

MeOH 5, methanol extract 5 mg/ml; A+M 10, acetone 

with methylene chloride extract 10 mg/ml; MeOH 10, 

methanol extract 10 mg/ml

였다. Fig. 5는 건조 참치 A+M 추출물 및 MeOH 추출물을 

농도별로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에 처리하였을 때 

A+M 추출물(10 mg/ml 농도)을 제외하고 측정기간 120분 

동안 모든 추출물들이 blank군과 control군에 비해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크게 억제하였고(p<0.05), A+M 추출물(10 

mg/ml 농도)의 경우 측정기간 60분 이후부터는 500 µM 
H2O2만을 처리한 control군에 비해서는 활성산소종을 감소

시켰으나 blank군보다는 높았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건조 

참치 추출물을 hexane, 85% aq. MeOH, BuOH, water로 다

시 추출하여 얻어진 각 분획물들을 인체 섬유육종세포

(HT1080)에 처리했을 때 첨가농도 5 mg/ml 에서 hexane과 

water 분획물을 제외한 기타 분획물들의 경우 blank군과 

control군에 비해 측정 시간 120분 동안 계속적으로 세포 내 

활성산소종을 감소시키는데 우수한 능력을 나타내었으나, 

hexane과 water 분획물의 경우 blank 보다는 높은 수치였으

나 control군보다는 낮았다(Fig. 6A). 다시 이들 분획물들을 

첨가농도 10 mg/ml로 처리하였을 때 hexane 분획물을 제외

하고 기타 분획물들은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크게 감소시켰

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BuOH 및 85% aq. MeOH 분획물에 

의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였다. Lee 등[13]은 수산 가공 폐

기물 중 하나인 참치 자숙액으로부터 얻어진 에탄올 추출물

을 감마선을 조사한 후 항산화 활성을 연구한 결과 전자공여

능 및 hydroxyl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고 항산화지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EPA와 DHA와 같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는 

어유는 다른 유지에 비해 쉽게 산화되어 과산화물을 형성하

며, 산화분해와 중합반응에 의해 산패취의 발생과 독성을 유

발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그에 따라 어유의 산패를 방지

하려는 여러 가지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19,24]. 참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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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hibitory effect of its solvent fractions from dried tuna 

on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 HT1080 cells. 

(A) BuOH, butanol fraction 5 mg/ml; water, water 

fraction 5 mg/ml; Hexane, hexane fraction 5 mg/ml; 

85% MeOH, 85% aqueous methanol fraction 5 mg/ml 

(B) BuOH, butanol fraction 10 mg/ml; water, water 

fraction 10 mg/ml; Hexane, hexane fraction 10 mg/ml; 

85% MeOH, 85% aqueous methanol fraction 10 mg/ml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의 하나인 고등어 또한 다가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지질 산화의 용이성이라는 단

점이 있었으나 선행된 연구에서 고등어 또한 지질과산화물

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였음을 관찰하였다[8]. Hwang 

등[6]은 참치의 석유 에텔 추출물로부터 항암효과가 있는 활

성성분을 분리 정제하여 얻은 fraction의 경우 7가지의 성분

이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그 중 4가지 성분은 지방산이었고, 

나머지 3가지는 지방 성분으로 분자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에서도 유사

하게 건조 참치 추출물 및 분획물에 의한 우수한 항산화효과

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hexane과 85% aq. MeOH 분획물에서 

생리활성이 높았으므로 향후 건조 참치 추출물과 분획물 정

제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   약

저온 진공 공정으로 건조된 참치를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이들 참치 추출물 및 분획물들에 의한 인체 결장암 및 섬유

육종세포에 대한 증식 및 세포 내 활성산소종 억제 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건조 참치의 A+M 추출물과 MeOH 추출

물을 0.5, 1, 및 5 mg/ml의 농도로 인체 섬유육종세포

(HT1080)에 처리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인체 암세포 증식

을 억제시켰으며(p<0.05), 특히 A+M 추출물이 MeOH 추출

물에 비하여 그 억제효과가 우수하였다. 건조 참치 추출물로

부터 얻어진 분획물들의 경우 특히 hexane과 85% aq. 

MeOH 분획물들에 의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높았다. 인

체 결장암세포(HT-29)에 대한 결과로 A+M 추출물은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낮았으나 5 mg/ml의 첨가농도에서 95%

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보였고(p<0.05), MeOH 추출물

도 앞서 A+M 추출물 결과와 유사하게 인체 섬유육종세포

(HT1080)에 비해 낮은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보였지만, 첨

가농도 5 mg/ml에서는 93%로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

를 나타내었다(p<0.05). 건조 참치 분획물들의 경우도 앞서의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와 유사하게 모든 분획물들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효과가 높은 것을 살펴 볼 수가 있었

고, 인체 결장암세포(HT-29)에서도 hexane과 85% aq. 

MeOH 분획물에 의한 항암효과가 우수하였다. In vitro 항산

화실험에서 건조 참치 A+M 추출물 및 MeOH 추출물을 농

도별로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에 처리하였을 때 A+M 

추출물(10 mg/ml 농도)를 제외하고 측정기간 120분 동안 모

든 추출물들이 blank군과 control군에 비해 세포 내 활성산

소종을 크게 감소시켰다. 건조 참치 분획물들 중 BuOH 및 

85% aq. MeOH 분획물들은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크게 감소

시키는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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