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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the cytotoxic effect of extracts from four different sea bream species (Pagrus ma-
jor, Acanthopagus schlegeli, Oplegnathus fasciatus, and Girella punctata) in human cancer cell lines. 
Cytotoxic activity against the growth of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AGS) and HT-29 human co-
lon cancer cell lines was determined using a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
mide (MTT) assay. Treatment with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from the four sea bream species dose-dependently increased cytotoxicity against the growth of AGS 
and HT-29 cancer cells (p < 0.05). As shown by a cell viability assay, treatment with A+M and MeOH 
extracts from red sea bream (P. major) had the highest cytotoxic effect (p < 0.05) among the sea bream 
species. The IC50 values of an 85% aqueous methanol (85% aq. MeOH) fraction from red sea bream 
(P. major) against AGS and HT-29 cancer cells was 0.33 and 1.58 mg/ml, respectively, suggesting that 
the 85% aq. MeOH fraction had the highest cytotoxic effect among the fractions (p < 0.05).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four different sea bream species exhibited cytotoxic activity, as well as high-quality 
amino acids and fatty acids. Among the sea bream species, red sea bream (P. major) showed the great-
est cytotoxic effect. The results could be used to improve nutrition information available to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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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성돔(Acanthopagurs schlegeli)은 농어목 도미과의 어류로, 

일본의 서태평양 해역과 우리나라 서·남해, 동중국해 등에 분

포한다. 우리나라에서 감성돔은 양식뿐만 아니라 어업과 낚시

의 주요 대상 종으로 수산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년 수십만 마리가 방류되는 국내의 주요 방류 대

상종이다[16]. 참돔(Pagrus major)은 농어목 도미과 참돔속에 

속하는 어종으로 체장이 최대 100 cm 정도로 암컷보다 수컷의 

성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참돔(P. major)은 우리나

라의 경우 남해, 서해 및 동해의 수심 10∼200 m 바닥의 기복

이 심한 암초지역에 두루 분포하고 있다. 체색이 아름답고, 

육조직의 맛이 좋아 횟감 및 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15]. 돌

돔(Oplegnathus fasciatus)은 농어목 돌돔과 어류로서 태평양 전

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연안의 수심이 비교적 얕은 천해

의 암초지역에서 서식하며 저서 동물을 주로 섭식하고 산란기

는 4~7 월로 알려져 있다[4]. 벵에돔(Girella punctata)은 농어목 

황줄깜정이과 어류로서 암초 또는 자갈이 많은 지역의 해초가 

무성한 곳에 떼를 지어 서식하는 연안성 어종으로서 일본 중

부이남, 동중국해, 타이완 근해 등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의 경

우 동해와 남해, 제주도 연안 해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14]. 

이러한 돔의 국내생산량은 국내 양식기술 발달과 소비증가에 

따라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10,535에서 11,872톤으로 생산

량이 증가하였다[13].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많은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인간

의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그와 함께 산업 발달로 인한 환경적 

오염 증가, 육류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로 인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암 등의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여러 식생활 패턴에 따른 대장암 발생에 위험성을 평가한 보

고에 의하면, 식생활 중 육식 섭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 가장 높은 상대 위험도를 나타냈으며(OR=39.4), 그 다

음으로 보존 식품을 즐기는 집단이(OR=39.4) 뒤를 이어 높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나타냈다. 하지만 식생활 중 어류의 소비

가 높은 그룹의 경우 육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장암 

발생 위험성을 나타내었다(tuna OR=0.28, fish OR=0.38) [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감성돔

(A. schlegeli), 참돔(P. major), 돌돔(O. fasciatus) 및 벵에돔(G.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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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tata)에 대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영양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용매 극성에 따라 추출하여 인체 위암세포(AGS)와 인

체 결장암 세포(HT-29)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를 비교 연구하

였다. 

재료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된 수입산 감성돔(A. schlegeli), 참돔(P. major), 

돌돔(O. fasciatus) 및 벵에돔(G. punctata)은 2015년 3월에 부산 

자갈치 수산시장에서 구입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신선한 상태

에서 머리와 꼬리, 내장을 제거한 후 뼈를 중심으로 반으로 

나누어 5 mm 두께로 3등분으로 포를 떴으며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45℃에서 20 Pa의 압력으로 3일간 건조시켰다. 건조

된 시료는 분말화하여 실험 사용 전까지 -75℃ deep freezer 

(NF-400SF, NIHON FREEZER, Tokyo, Japan)에 냉동 보관하

였다.

추출  분획

건조된 감성돔(25.8 g), 참돔(38.5g), 돌돔(64.6 g) 및 벵에돔

(76.2 g)는 유기용매 추출을 위하여 acetone과 methylene 

chloride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시료가 충분히 잠기도록 하여 

24시간 방치한 후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얻은 

추출액은 40℃ 수욕 상에서 rotary evaporator (N-1000,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하여 acetone/methylene chloride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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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한 후 농축하여 methanol 추출물

(MeOH)을 얻었다. 추출물을 합한 조추출물은 용매 극성에 따

라 순차적으로 분획하여 n-hexane, 85% aq. MeOH, n-butanol 

(n-BuOH) 및 water 분획물을 얻었다. 세포 실험에는 각각의 

추출물들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배지로 필요

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된 DMSO의 

최종농도는 0.1%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세포 배양

한국 세포주 은행(서울의대)으로부터 인체 위암세포(AGS)

와 인체 결장암세포(HT-29)를 분양 받아 본 실험실에서 계대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AGS와 HT-29 세포는 10% 

FBS와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함유된 RPMI 

1640 배지로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양 

중인 세포를 일주일에 2~3번 새로운 배지로 바꿔주었다. 일주

일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한 뒤 0.05% 

trypsin-0.02% EDTA (GIBCO, Buffalo, NY, US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여 원심분리 한 후 집적된 암세포에 배지를 넣

고 피펫으로 암세포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잘 혼합하여 75 

mm3 cell culture flask에 10 ml씩 일정한 수로 분할하여 주입

하고 계속 6~7일마다 계대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MTT assay

배양된 암세포는 96 well cell culture plate에 5×104 cell/ml

이 되도록 100 μl씩 분주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24

시간 배양한 후 배지는 제거한 뒤 각 시료를 배지로 희석하여 

각 well 당 100 μl씩 첨가하고, 대조군에는 시료 대신 PBS를 

100 μL씩 첨가하였다. 이 plate를 다시 37℃, 5% CO2 incubator

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MTT assay [5]를 위하여 

3-(4,5-dimethylthiazole)-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시약을 5 mg을 PBS 1 ml로 녹인 후, 10% FBS가 함유된 

배지 9 ml와 희석하여 100 μl를 첨가하고 3~4시간 동안 더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배양 종류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가라앉힌 후 각 well에 형성된 결정이 흐트

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응 후 남은 MTT가 처리된 배지

를 제거하였다. 배지가 제거된 각 well에 formazan 결정을 용

해시키기 위하여 DMSO를 100 μl씩 분주하여 5~10분간 반응

시켜 microplate reader (VICTOR3, Perkin Elmer, Waltham, 

MA,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는Mean ± SEM (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

타내었고, 분석된 실험 데이터는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

은 실험 자료로부터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고찰

4종 돔 추출물의 세포독성 효과 비교

4종의 돔 추출물의 인체 암세포에 대한 독성효과를 조사하

기 위해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DMSO에 의한 독성은 값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DMSO에 의한 독성은 세포의 생존

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암세포 종류로는 인체 위

암세포(AGS) 및 인체 결장암세포(HT-29)가 사용되었으며 0.5, 

1.25, 2.5, 5 및 10 mg/ml 농도로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Fig. 

1은 4종의 돔 A+M 및 MeOH 추출물들을 AGS 암세포에 처리

했을 때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농도 의존적으로 

AGS 암세포에 대해 독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A+M 추출물의 

경우 첨가 농도 5 mg/ml 에서 참돔과 감성돔 추출물은 80% 

이상의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벵에

돔이 55%, 돌돔이 42%의 세포독성 효과를 보였다(Fig. 1A). 

한편,  MeOH 추출물의 경우 첨가 농도 5 mg/ml에서 참돔(P. 

major)과 돌돔(O. fasciatus) 추출물이 약 80% 이상의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났으며, 이어서 감성돔(A. schlegeli)과 벵에돔(G. 

punctata) 추출물이 약 43% 정도의 세포독성 효과를 보였다

(Fig. 1B). Table 1은 4종의 돔 A+M 및 MeOH 추출물들의 IC50 

값을 나타낸 것으로 참돔(P. major), 감성돔(A. schlegeli), 돌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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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 and meth-

anol (MeOH, B) extracts from 4 different sea bream spe-

cies on the cell viability of AGS human gastric ad-

enocarcinoma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Table 1. IC50 values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from four different sea bream species 

on the growth of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and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mg/ml)

Red sea bream Black sea bream Rock bream Rudder fish

AGS
A+M

MeOH

2.73

2.57

3.09

3.75

5.65

2.56

5.70

2.42

HT-29
A+M

MeOH

3.35

3.61

6.16

5.52

6.17

2.07

4.47

6.06

A

B

Fig. 2.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 and meth-

anol (MeOH, B) extracts from 4 different sea bream spe-

cies on the cell viability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O. fasciatus) 및 벵에돔(G. punctata)의 A+M 추출물의 IC50 값

은 각각 2.73, 3.09, 5.65 및 5.70 mg/ml 이었고 MeOH 추출물

의 경우, IC50 값은 각각 2.57, 3.75, 2.56, 및 2.42 mg/ml이었다. 

Fig. 2은 4종의 돔 A+M 및 MeOH 추출물들을 HT-29 암세포

에 처리했을 때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농도 의존적

으로 HT-29 암세포에 대해 독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

로 AGS 암세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HT-29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는 다소 낮았다. A+M 추출물의 경우 첨가농도 

5 mg/ml에서 참돔(P. major) 추출물은 84%의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벵에돔(G. punctata), 돌돔(O. fasciatus), 

감성돔(A. schlegeli) 순으로 세포독성 효과를 보였다(Fig. 2A). 

한편,  MeOH 추출물의 경우 첨가 농도 5 mg/ml에서 참돔(P. 

major)과 돌돔(O. fasciatus) 추출물들은 약 80% 이상의 세포독

성 효과를 나타났으며, 이어서 감성돔(A. schlegeli)과 벵에돔

(G. punctata) 추출물이 약 65% 정도의 세포독성 효과를 보였

다(Fig. 1B). 참돔(P. major), 감성돔(A. schlegeli), 돌돔(O. fas-

ciatus) 및 벵에돔(G. punctata)의 A+M 추출물의 IC50 값은 각각 

3.35, 6.16, 6.17 및 4.47 mg/ml이었고 MeOH 추출물의 경우 

IC50 값은 각각 3.61, 5.52, 2.07, 및 6.06 mg/ml이었다(Table 

1). 이상의 결과로부터 AGS 및 HT-29 암세포에 대해 참돔(P. 

major) 추출물에 의한 세포 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

구에서 4종 돔의 지방산 조성을 연구한 결과 참돔(P. major), 

돌돔(O. fasciatus) 및 벵에돔(G. punctata)의 지방산 구성은 고

도불포화지방산>포화지방산>단일불포화지방산 순으로 나타

난 반면 감성돔(A. schlegeli)의 경우는 고도불포화지방산> 단

일불포화지방산>포화지방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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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olvent fractions from red sea bream (P. major) 

on the cell viability of AGS human gastric adeno-

carcinoma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Fig. 4. Effect of solvent fractions from red sea bream (P. major) 

on the cell viability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Table 2. IC50 values of solvent fractions from red sea bream (P. 

major) on the growth of AGS human gastric ad-

enocarcinoma and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mg/ml)

AGS HT-29

n-Hexane fraction

85% aq. MeOH fraction

n-BuOH fraction

Water fraction

3.22 

0.33

4.88

8.38

7.51 

1.58

8.82

16.93

(P. major)의 총 고도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1]. 또한 4종 아미노산 조성을 비교한 결과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및 leucine으로 확인되었

으며 특히 참돔(P. major)은 다른 돔 종류와 비교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았다[1].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살펴 본 결과 4종 돔의 생리활성 중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비교한 결과 참돔(P. major) 추출물에 의한 암세포 독성 효과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참돔(P. major) 분획물의 세포독성 효과   

앞서 연구 결과 4종 돔 중에서 참돔(P. major) 추출물들에 

의한 세포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참돔(P. major) 추출물을 용

매 극성에 따라 분획하여 얻어진 n-hexane, 85% aq.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에 의한 인체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를 MTT assay를 시행하여 알아보았다. 85% aq. 

MeOH, n-Hexane,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은 10 mg/ml

의 농도에서 AGS 암세포에 대해 가장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각각 95%, 91%, 91% 및 64%의 세포독성 효과를 

보였다(p<0.05)(Fig. 3). Fig. 4는 참돔(P. major) 추출물로부터 

얻어진 각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HT-29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

성 효과로 AGS 암세포와 유사하게85% aq. MeOH, n-hexane, 

n-BuOH 및 water 분획물은 각각 95%, 72%, 53% 및 30%의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는 참돔(P. major) 분획물

의 IC50 값을 나타낸 것으로 n-hexane, 85% aq. MeOH, n- 

BuOH 및 water 분획물들의 AGS 암세포에 대한 IC50 값은 

각각 3.22, 0.33, 4.88, 및 8.38 mg/ml 이었고 HT-29 암세포에 

대한 IC50 값은 각각 7.51, 1.58, 8.82 및 16.93 mg/ml이었다. 

Hwang 등[7]은 국내산 및 수입산 참돔 추출물들에 의한 인체 

암세포들(AGS 및 HT-29)에 대한 세포독성을 비교한 결과 

AGS 암세포의 경우 국내산 참돔 A+M 및 MeOH 추출물들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가 수입산 참돔(P. major) 추출물들보다 높

았고 HT-29 암세포에 대해서는 국내산 참돔 A+M 추출물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가 수입산 참돔 A+M 추출물에 의한 것보

다 높았으나 MeOH 추출물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는 유사하다

고 보고하였다. Bae and Lim [2]은 전갱이과에 속하는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를 보통육과 혈압육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 항산화 및 항증식 효과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통육과 비교

했을 때 방어(S. quinqueradiata) 혈압육에 의한 세포 내 활성산

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 억제능과 AGS 및 

HT-29 인체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높았다고 보고하였. Jang 

등[8]은 건조 참치 분획물들의 경우도 앞서의 인체 섬유육종세

포(HT1080)와 유사하게 모든 분획물들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효과가 높은 것을 살펴 볼 수가 있었고, 인체 결장암세포

(HT-29)에서도 hexane과 85% aq. MeOH 분획물에 의한 항암

효과가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wang 등[6]은 참치 에탄

올 추출물에 의한 항암활성 및 면역학적 실험을 한 결과 in 

vitro에서 인체 장암세포 및 백혈병성 임파모세포의 증식을 억

제하였으며 S-180세포를 접종한 후 참치 추출물을 투여한 생

쥐에서 용혈반 형성 세포수와 혈청 단백질 중 immunoglobulin

의 상대적 비율이 현저히 증가함을 관찰하여 생체 내에서 면

역 증강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Kong 

등[11]은 고등어 메탄올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AGS 인체 

위암세포 생존율을 감소시켰고 이러한 증식 억제는 위암세포

의 형태적 변이도 함께 유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Jang 등[9]

은 건조 고등어 추출물의n-hexane, n-BuOH, 85% aq. 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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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water 분획물들을 HT1080 및 HT-29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우수한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어는 고도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지질 산화

의 용이성이라는 단점이 있었으나 선행연구[3]에서 고등어 당

지질은 세포 내 활성산소종을 크게 감소시켰으므로 지질과산

화물로 인한 세포 및 조직의 손상을 예방할 것으로 보고하였

고 항증식 효과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돔의 생리활성에 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4종 돔 추출물들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는 식품영양학적 의의

가 있으며 이상의 결과로부터 참돔(P. major)의 85% aq. MeOH 

분획물은 AGS 및 HT-29 세포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보여 85% aq. MeOH 분획물에 당지질 등 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향후 참돔의 다양한 생리활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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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4종 돔 추출물의 세포독성 효과 비교

황성연․임선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감성돔(A. schlegeli), 참돔(P. major), 돌돔(O. fasciatus) 및 벵에돔(G. 

punctata)에 대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영양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체 위암세포(AGS)와 인체 결장암세포

(HT-29)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를 비교 연구하였다. 4종의 돔 A+M 및 MeOH 추출물들을 AGS 암세포에 처리했

을 때 A+M추출물의 경우 첨가농도 5 mg/ml에서 참돔(P. major)과 감성돔(A. schlegeli) 추출물은 80% 이상의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벵에돔(G. punctata)이 70%, 돌돔(O. fasciatus)이 53%의 세포독성 효과

를 보였다. MeOH 추출물의 경우 참돔(P. major)과 돌돔(O. fasciatus) 추출물이 약 80% 이상의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났으며, 이어서 감성돔(A. schlegeli)과 벵에돔(G. punctata) 추출물이 약 70% 정도의 세포독성 효과를 보였다. 

4종의 돔의 HT-29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는 AGS 암세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세포독성 효과는 다소 낮았

다. 참돔(P. major), 감성돔(A. schlegeli), 돌돔(O. fasciitis) 및 벵에돔(G. punctata)의 A+M 추출물의 IC50 값은 각각 

3.35, 6.16, 6.17 및 4.47 mg/ml이었고 MeOH 추출물의 경우 IC50 값은 각각 3.61, 5.52, 2.07, 및 6.06 mg/ml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4종 돔 중에서 참돔(P. major) 추출물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참돔(P. major)  

추출물을 용매 극성에 따라 분획하여 얻어진 n-hexane, 85% aq.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에 의한 인체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를 알아 본 결과 85% aq. MeOH 분획물에 의한 AGS 및 HT-29암세포에 대한 IC50 

값은 각각 0.33 및 1.58 mg/ml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돔(P. major)의 85% aq. MeOH 분획물은 AGS 및 HT-29 

세포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보여 85% aq. MeOH 분획물에 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향후 참돔의 다양한 생리활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