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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vocado is a widely grown and consumed fruit that is high in nutrients and low in calories, sodium, and
fats. In this study, antioxidant activities and induction of apoptosis by methanol extracts from sarcocarp, seed and
peel of avocado were investigated in vitro.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in methanol extracts from sarcocarp, seed
and peel were 13.89, 137.12 and 223.45 μg/mg respectively.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the methanol extracts
were examined by using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radicals and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ssay. The methanol extracts from the peel of avocado showed higher scavenging activities
against DPPH, ABTS than those from sarcocarp and seed. Apoptosis in MDA-MB-231 cells mediated by the methanol extracts of avocado wa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activation of caspase-3 and caspase-3 target protein,
PARP. Therefore, with more researches on identification and action mechanism of active compounds, the methanol
extracts from peel and seed of avocado is expected to be a natural source for the developments of functional food
and medical agents to prevent human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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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질병 치료의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 천연

론

물에서 추출한 자연 항산화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식물
암과 심장병을 포함하는 만성적인 질환들은 세포에 산화

체도 자외선에 의한 산화나 자동산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적 손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NA에 손상을 유

기 위하여 polyphenol류의 항산화 물질을 세포내에 함유하

발할 수 있는 프리라디칼은 발암, 심장병 그리고 노화에 관

고 있다. 특히 각종 과채류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천연물질

계된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1-3). 이러한 프

flavonoid류와 산성 페놀화합물들이 항산화성, 항알러지성,

리라디칼은 자외선, 전리방사선, 화학반응 그리고 신진대사

항암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과정에서 생성된다(4). 프리라디칼에는 superoxide radical

이에 대한 검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9).

⋅

⋅

1

anion( O2-), hydroxyl radicals( OH), singlet oxygen( O2),

이러한 활성산소를 비롯하여 스트레스, 공해, 화학약품 등

hydrogen peroxide(H2O2)가 있고, 이들 가운데 hydroxyl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암은 전 세계적으

⋅
radicals( OH)의 손상 반응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로 인간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5). 생체에서는 이러한 프리라디칼에 방어하는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많은 국가에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peroxidase(GPX),

서는 각종 암이 사망 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catalase(CAT), methionine reductase, ascorbate perox-

제어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

idase, glutathione-S-transferase 등의 항산화효소를 가지

치료율은 약 40% 정도에 불과하다. 2005년에 보고된 보건복

고 있어 산소 상해에 대한 방어기능을 하고 있지만(6), 과도

지부의 암 발생 통계 발표(10)에 따르면 유방암은 우리나라

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전체 여성에서 위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35～64세의 여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식이성 항산화제의 필요가 절실해

성에서는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1). 이러한 유방암은

지고 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항산화 물질이 이러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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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관을 통해 다른 부위나 장기로 확산되면, 성공적인 치료가

메탄올 추출물 시료 1 mg을 증류수 1 mL에 녹이고 10배

어렵다. 최근 암을 억제하는 기작으로 apoptosis에 관한 연

희석한 희석액 2 mL에 2배 희석한 Folin 시약 2 mL을 첨가

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apoptosis는 세포 내부에 프로

하고 잘 혼합한 후 3분간 방치한 후 10% Na2CO3 2 mL을

그램화된 신호를 따라 여러 유전자의 발현 및 단백질들의

넣고 1시간 반응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활성이 조절되어 일어나는 능동적인 세포사이며, 그 과정을

(UVIKON 922, Kontron, Italy)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

통해 생성된 apoptotic body들은 주변의 세포들이나 대식세

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

포 등의 식세포 작용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염증을 유발하지

다. 이 때 tann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은 tannic acid의

않는다(12,13).

최종농도가 5, 25, 50 μg/mL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

한편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Mill.)는 식물학적으로

으로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Lauraceae과에 속하는 과수로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대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보카도의 품종은 약
50여개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가 Persea americana Mill.
Syn. P. gratissima Gaertn에 속한다(14-16).
아보카도는 유질(油質)의 과일이며(17), 이 중 식용되는
부분의 지질함량이 25%정도이며(18), 아보카도의 지질 중
가장 우수한 지방산은 단일불포화지방산이다(19). 이와 같
은 단일불포화지방산은 혈청지질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에
이익을 주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20-22). 아보카도는 단일불

시료중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ieva Moreno 등(34)
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물 0.1 mL와
80% ethanol 0.9 mL을 혼합한 혼합물 0.5 mL에 10% aluminium nitrate와 1 M potassium acetate 0.1 mL 그리고 80%
ethanol 4.3 mL을 가하여 실온에 40분 방치한 뒤 41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total flavonoid 함량은 querce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carotenoids(23), Vit.
B, Vit. C, Vit. E(24), terpenoids(25), D-manno-heptulose

radical소거활

성

(26), β-sitosterol(27), persenone A, persenone B(28), phe-

시료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stable radical인 DPPH에

nol(29) 등의 생물체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아

대한 환원력을 측정한 것으로 99% 메탄올에 각 시료를 녹여

보카도 과일 그리고 추출물 혹은 각각의 성분 안에 이러한

농도별로 희석한 희석액 800 μL와 메탄올에 녹인 0.15 mM

화학 물질들은 항산화(30), acetyl CoA carboxylase 저해

DPPH 용액 200 μL를 가하여 실온에 30분 방치한 후 517

(31), 항균활성(32)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보카도는 저칼로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물의 유리라디

리, 저염, 그리고 저지방을 제공하는 과일로서 현대인의 식

칼 소거활성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흡광도를 1/2

생활에 건강 식이로 기대되고 있는 식품이다.

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인 RC50 값으로 나타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보카도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이
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보카도의 과육, 씨, 껍질을 각

었다. 이때 활성비교를 위하여 BHA와 ascorbic acid를 사용
하였다.

각 분리한 후 추출물을 제조하여 이들 각각의 항산화 효과를

ABTS radical 소거활성

연구하였고, 인간유래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 세

ABTS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은 ABTS+

포주를 사용하여 항암활성을 살펴보았다.

•

cati-

on decolorization assay방법(35)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7
mM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재료 및 방법

(ABTS, Sigma Chemical Co., USA)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최종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

시료제조

동안 방치하여 ABTS+•을 형성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아보카도는 일반 대형마트에서 구매
한 것으로 깨끗이 수세하여 과육과 씨, 껍질로 각각 분리한

값이 0.70(±0.02)이 되게 phosphate buffer saline(PBS, pH
7.4)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 990 μL에 sample 10 μL를

후 분쇄기로 각각 분쇄하여 80% 메탄올로 3회 반복 추출하

가하여 정확히 1분 동안 방치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였고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3, England)를 사용하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여 여과하고 rotary vacuum evaporator(BUCHI Rotavapor
R-205, Switzerland)로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apoptosis 유도와 항산화 활성검정에 사용하였다. 이 때 각 추출
물의 수율은 과육 4%, 씨 11%, 껍질 7.49%로 나타났다.

세포주 배양
이 실험에 사용된 MDA-MB-231 cell은 한국세포주은행
으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MDA-MB-231 cell은 RPMI
(Rosewell Park Memorial Institute) 1640과 10% FBS와 1%

총 폴리페놀 함량

o
antibiotic-antimycotic가 첨가된 배지에서 37 C의 5% CO2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33)을 응용하였다. 각

배양기에서 2～3일에 한 번씩 계대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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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껍질 추출물에서 각각 4.03, 5.69, 13.6 μg/mg으로 아보카

Apoptosis 유도 효과
MDA-MB-231 세포주를 6-well plate에 1×106 cells/5
mL로 분주하고 아보카도 추출물을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

도 껍질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그러나 플라

하였다. 배양한 세포를 120×g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
등액을 제거한 다음 그 침전물에 lysis buffer(50 mM

국내산 식품 중 대추의 폴리페놀 함량을 살펴보면 대추과
육 추출물은 98.83 μg/mg, 대추씨 추출물은 138.99 μg/mg으

Tris-Cl, 1 mM EDTA, 1% Triton X-100, 0.16 μM PMSF)

로 대추과육보다는 대추씨에서 비교적 많은 폴리페놀 함량

보노이드 함량은 폴리페놀 함량에 비해 매우 낮은 함량이었다.

50 μL를 첨가하여 ice 상에서 lysis 시켰다. 4oC에서 16,609

을 보였고(37), 홍화씨, 순 및 꽃이 각각 12.34, 5.10, 8.05%를

×g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그 상등액으로 BCA kit를 사용
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여 western blotting법을 이용하여

함유하여 씨에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여(38) 아보카도
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대추나 홍화와 같이 아보카도 추출물

apoptosis 유도 효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과육, 씨, 껍질 추출물 중에서 씨와 껍질 추출물이 과육
에 비해 상당히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DNA fragmentation assay

났다. 폴리페놀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드류는 여러 가지 식

아보카도 추출물에 의해 apoptotic DNA fragmentation이

품에 분포되어 있으며 천연항산화제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Herrmann 등(36)의 방법에 따라

많이 알려져 있다(39,40). 특히 플라보노이드류는 암세포의

MDA-MB-231 세포주를 6-well plate에 1×106 cells/5 mL
로 분주하고 아보카도 추출물을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하였

DNA, RNA, protein의 합성을 억제 또는 cAMP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거나 apoptosis

다. 그리고 세포를 수확한 다음 차가운 PBS를 넣고 원심

를 유도하는 등의 다각적 기전을 통해 항암효과를 발휘하는

분리하여 배지를 제거한 후 침전된 세포를 25 mM EDTA,

것으로 알려져 있다(41,42).

0.5% SDS가 첨가된 100 mM Tris-HCl(pH 8.0)를 이용하여
resuspension 한 후 65oC에서 5분 동안 방치시켰다. Phenol/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chloroform(1:1)과 chloroform/isoamyl alcohol(1:24)을 이용

시료의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은 stable radical인

하여 DNA를 추출하였고, 이에 95% ethanol을 첨가하고 원

DPPH를 소거하는 항산화물질 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심 분리하여 DNA를 침전시키고 상층액을 제거한 후 RNase
를 첨가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RNA를 완전히 가수
분해시키고 2% agarose gel에 DNA를 전기 영동하여 DNA

천연 항산화제로 알려진 BHA, ascorbic acid의 DPPH 소거

결과 및 고찰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아보카도의 과육과 씨 및 껍질의 메탄올 추출물에 존재하
는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tannic acid,
quercetin을 기준물질로 하여 측정하였다(Table 1). 그 결과,
아보카도 과육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3.89 μg/mg,
씨 추출물은 137.2 μg/mg, 껍질 추출물은 223.45 μg/mg으로
나타나, 아보카도 과육에 비해 씨와 껍질에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아보카도 과육과
Table 1.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s in
methanol extracts from sarcocarp, seed and peel of avocado

Total polyphenols1) Total flavonoids2)
(μg/mg)
(μg/mg)
Sarcocarp
13.89±4.983)
4.03±1.80
Avocado
Seed
137.2±9.72
5.69±1.20
Peel
223.45±19.20
13.60±0.37
1)
Micrograms of total polyphenol content/mg of plants based on
tannic acid as standard.
2)
Micrograms of total flavonoid content/mg of plants based on
quercetin as standard.
3)
Each value is mean±SD (n≥3).
Part used

것을 이용하여 항산화물질을 검색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아보카도 과육과 씨 및 껍질의 메탄올 추출물과 인공․

ladder를 확인하였다.

Plant

DPPH는 짙은 자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항산화제,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색이 탈색되는

활성을 농도별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0 μg/mL
의 농도에서 아보카도 씨가 70%, 5 μg/mL에서 껍질이 60%
정도의 소거능을 보였고, BHA와 ascorbic acid(10 μg/mL)
에서 96% 정도의 항산화능을 보였다. 그리고 아보카도 씨와
껍질 추출물의 RC50 값이 각각 7.78, 3.83 μg/mL으로 나타나
합성 항산화제인 BHA의 RC50 값(3.11 μg/mL)과 유사한 값
을 보였다. 특히 아보카도 껍질 추출물의 RC50 값은 단일물
질인 BHA와 ascorbic acid의 RC50 값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를 분리․정제하여 유용 물질을 찾아낸다면 더욱 우수한
항산화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Yang 등(43)은 단삼 메
탄올 추출물의 RC50 값을 18.71 μg/mL로, Jung 등(44)은 오
미자 종자의 메탄올 추출물의 RC50 값을 33.2 μg/mL로 보고
하였다. 이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아보카도 씨와
껍질 추출물의 DPPH 소거활성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
ABTS+• 소거활성은 2-azino-bis의 색을 띤 양이온 라디
칼의 감소에 근거하여 항산화력을 검사하고자하는 시료와
표준물질인 trolox의 값과 비교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
방법으로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 이 소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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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avenging effects of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ascorbic acid and methanol extracts from sarcocarp, seed
and peel of avocado on α,α-diphenly-β-picrylhydrazyl radicals (DPPHㆍ)

Plant

Concentration (μg/mL)

Part used

Scavenging effect (%)

RC501) (μg/mL)

2)

Sarcocarp

100
200

21.39±1.58
58.62±3.60

Seed

5
10

30.42±5.04
70.10±8.07

7.78±0.81

Peel

1
5

15.04±1.42
60.42±0.12

3.83±0.76

BHA

1
10

25.45±8.21
96.34±0.29

3.11±1.15

Ascorbic acid

1
10

14.27±1.26
96.52±1.3

2.09±1.03

Avocado

179.92±14.73

1)

Concentration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 at 30 min after starting the reaction.
Each value is mean±SD (n≥3).

2)

청록색으로 탈색된 free radical의 제거 정도를 흡광도 값으
•

포사멸 신호 전달 과정을 작동하게 된다. 수십 년간의 연구

로 나타내어 ABTS+ 의 소거활성능을 측정할 수 있고 탈색

를 통하여 세포사멸 과정을 유도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여

반응이 1분 안에 종료되어 단시간에 측정 가능하다.

러 세포 인자들이 밝혀졌다. 세포사멸 기전은 caspase라고

본 실험에서는 아보카도 과육과 씨 및 껍질의 메탄올 추출
•

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세포 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소거활성을 비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으로 여러 종류의 caspase들이 세포사

소거활성법에서 표준물

멸에 관여하며 caspase의 활성을 통해 세포사멸의 정도를

질로 사용되는 trolox는 15 μM에서 63% 정도의 소거활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45). 최종적으로 활성화된 caspase-3는 바로

물과 trolox, BHA, ascorbic acid의 ABTS+
•

교 측정하였다(Table 3). ABTS+

보였고, BHA와 ascorbic acid는 10 μg/mL에서 99% 이상의

PARP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caspase-7을 활성화시킨 후

우수한 소거활성능을 보였다. 아보카도 추출물에서는 씨가 20

활성화된 caspase-7이 PARP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이렇

•
μg/mL에서 67%, 껍질이 10 μg/mL에서 60%의 ABTS+ 의

소거활성능을 보였다. 이는 DPPH 라디칼의 소거활성에 비
해 그 활성능은 떨어지지만, DPPH 라디칼의 소거활성과 마

게 활성화된 PARP는 DNA 분절화 현상과 핵의 응축을 유도
하면서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6).
아보카도 과육, 씨, 껍질 추출물이 apoptosis를 유도하는
지 관찰하기 위하여 western blot법을 시행하였다. 먼저 아

찬가지로 껍질에서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보카도 과육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caspase 단백질에 아무

아보카도 추출물이 apoptosis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

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data not shown), 아보카도 씨

세포들은 외부의 여러 자극들의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반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200 μg/mL의 농도에서 caspase-3, -7의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보였고, 아울

응하며, 자극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 필요시 매우 정밀한 세

러 세포사멸 기전의 최종 단계인 PARP 단백질의 발현을

는 영향

Table 3. Scavenging effects of trolox and methanol extracts
from sarcocarp, seed and peel of avocado on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s (ABTS+ •)

관찰한 결과, caspase 결과와 유사하게 200 μg/mL의 농도에
서 cleaved PARP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아보카
도 껍질 추출물 처리군에서는 caspase-3 단백질의 발현이
나타났지만, caspase-7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Concentration
(μg/mL)

Scavenging
effect (%)

15 μM

63.24±0.941)

Sarcocarp

200
300

38.44±2.27
51.30±3.26

Seed

10
20

36.98±2.51
67.76±5.18

Peel

1
10

6.68±0.79
60.41±2.64

의 세포에서 DNA가 변성되면 oligonucleosome 정도의 크

BHA

1
10

19.04±3.10
99.38±0.81

기 전 180～200 bp 길이로 단편화된다고 한다. 이 DNA 단편

Ascorbic acid

1
10

25.57±0.27
99.86±0.17

Plant

Part used

Trolox

Avocado

1)

Each value is mean±SD (n≥3).

며, caspase-3가 직접적으로 PARP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
인다(Fig. 2).

DNA 분절화에 미치는 영향
Apoptosis의 유도에 따라 핵은 endogeneous nuclease의
활성에 의해 DNA 변성이 시작되어 응축이 일어나고 대부분
기로 분절된 DNA를 볼 수 있는데 DNA는 세포사가 일어나
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DNA 단편화
가 apoptosis 현상 규명에 이용되고 있다(47).
아보카도 과육, 씨, 껍질 추출물에 의한 apoptosis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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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μg/ml)
0

10

50

100

200
Cleaved caspase 3

Cleaved caspase 7

Cleaved PARP

β-actin
Fig. 1.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seed of avocado
on protein levels of caspase-3 and -7 and PARP in MDAMB-231 cell.
Cells were treated with methanol extracts from seed of avocado
at different concentrations (0, 10, 50, 100, 200 μg/mL) for 24 h.

Fig. 2.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peel of avocado
on protein levels of caspase-3 and -7 and PARP in MDAMB- 231 cell.
Cells were treated with methanol extracts from peel of avocado
at different concentrations (0, 10, 50, 100, 200 μg/mL) for 24 h.

Fig. 3. Apoptotic DNA fragmentation of MDA-MB-231 cells treated with methanol extracts from seed and peel of avocado.
Cells were treated with methanol extracts from seed and peel of avocado at different concentrations (0, 10, 50, 100, 200 μg/mL) for
24 h. A: methanol extracts from seed of avocado, B: methanol extracts from peel of avocado.

하기 위하여 씨와 껍질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하고 DNA

등의 개발에 있어 천연소재로서 아보카도 씨와 껍질의 유용

분절 현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육 추출물의 경우, DNA

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절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data not shown), 씨 추출
물 100, 200 μg/mL의 농도에서 DNA 분절 현상이 나타났고,
껍질 추출물에서는 10 ug/mL의 농도에서부터 농도의존적

요

약

으로 DNA 분절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본 연구에서는 아보카도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이용가능

3). 이는 apoptosis 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보카도의 과육, 씨, 껍질을 각각 분리

되며 Lee 등(48)은 머위로부터 U937 cell에서 apoptosis의

한 후 추출물을 제조하여 이들 각각의 항산화 효과를 연구하

유도를 보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아보카도 씨와 껍질 추

였고, 인간유래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 세포주를

출물은 apoptosis를 유도하는 유전자인 caspase에 영향을

사용하여 항암활성을 살펴보았다. 아보카도 과육과 씨 및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순차적으로 DNA 분절을 활성화시켜

껍질의 메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호르몬 비의존성 유방암 MDA-MB-231 세포주의 apoptosis

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아보카도 과육

의 유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들

과 씨 및 껍질 추출물이 각각 13.89, 137.2, 223.45 μg/mg으로

활성성분들의 규명과 동물실험을 통해 씨와 껍질에 대한 독

아보카도 껍질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 플라보노

성평가가 병행된다면 항암과 관련된 기능성 식품과 치료제

이드 함량에서도 각각 4.03, 5.69, 13.6 μg/mg으로 폴리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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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
시 껍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시료의 DPPH 소거활성
을 농도별로 측정한 결과, 아보카도 껍질 추출물이 5 μg/
mL에서 60.4%로 껍질 추출물이 가장 우수한 항산화능을
+
보였다. 또한 ABTSㆍ 소거활성을 trolox, BHA, ascorbic

acid와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 아보카도 껍질 추출물은 10
μg/mL에서 60.4%의 소거활성을 보였고, DPPH 소거활성과
동일하게 껍질 추출물에서 가장 우수한 소거활성능을 보였
다. 아보카도 씨, 껍질 추출물이 apoptosis를 유도하는지를
관찰한 결과 씨, 껍질 추출물 모두 caspase-3, PARP 단백질
들의 발현을 유도하였고, 이들은 모두 200 μg/mL의 농도에
서 가장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NA 분절
현상을 관찰한 결과 씨 추출물에서는 100, 200 μg/mL 농도
에서, 껍질 추출물에서 10, 50, 100, 200 μg/mL의 농도에서
DNA 분절화 현상이 일어난 것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보카도 씨와 껍질 추출물은 apoptosis를 유도하는 유전자
인 caspas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순차적으로
DNA 분절을 활성화시켜 호르몬 비의존성 유방암 MDAMB-231 세포주의 apoptosis의 유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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