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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비트(Beta vulgaris) 추출물의 Cell System에서 항산화  항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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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hibitory effects of solvent extracts from dried beet (Beta vulgaris) on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cell systems and on the growth of cancer cell lines (HT-29 human colon cancer and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were investigated. Inhibitory effects of acetone with 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on the growth of HT-29 and AGS cancer cells increas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p<0.05). The inhibitory effect was more significant on the growth of 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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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ibited the growth of both cancer cells (p<0.05). Among fractions, hexane and 85% 
aq. methanol fractions showed higher inhibitory effects. In order to determine the protective effect on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DCHF-DA (dichlorodihydrofluorescin diacetate) assay was conducted. The A＋M 
and MeOH extracts of dried beet appeare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levels of intracellular (ROS) with dose 
responses. Among the fractions, 85% methanol fractions showed a higher protective effect on production of 
lipid peroxid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ake of dried beet may improve oxidative stress in cell and 
reduce canc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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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트(Beta vulgaris L.)는 명아주과의 두해살이풀로 유럽 

남부가 원산지이며 비교  재배가 쉽고 풀 체를 식용할 

수 있어 외국에서는 집에서 손쉽게 재배하는 인기작물이다. 

잎에서 형성되어 뿌리에 집 되는 독특한 붉은색과 유기산, 

사과산, 포도산, 옥살산 같은 한 성분 때문에 국음식

에서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 으나 최근 새로운 샐러드 식

물로도 각 을 받고 있다. 특히 비트가 가진 천연색소인 be-

talains은 음식의 착색, 화장품용으로 용도가 늘어나고 있어 

근래에는 조직배양을 통한 규모 생산에도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l). 많은 역학조사 연구들은 녹황색 채소류의 섭취

가 여러 종류의 암을 방(2-5)하고 이들 녹황색 채소류들은 

polyphenol계 색소들을 함유하고 있어 생체 내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6-8). Hung 등(9)은 역학조사에

서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생체를 산화  스트 스로부터 보

호해 다고 보고하 고, Cao 등(10)은 22종의 채소류들에 

의한 peroxy radical과 hydroxy radical 소거능을 검토한 결

과 특히 일, 시 치, 알팔   로콜리에 의한 라디칼 

제거 효과가 높았다고 보고하 다. Bresnick 등(11)은 양배

추 식이를 섭취한 쥐는 유방암 발생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유방종양세포가 폐로 이되는 정도를 감소시켜 암 방에 

십자화과 채소류의 요성을 보고하 다. Park 등(12)은 26

종의 녹황색 채소류에 의한 암세포 성장 해효과를 검토

한 결과 특히 들미나리와 들깨잎에 의한 해효과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콩나물과 미나리 으며 로콜리, 쑥갓, 풋고

추, 고추잎, 시 치, 양배추, 고구마에서도 통계 인 유의성

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켰다고 보고하 다. Colditz 

등(13)은 미국 메사추세츠에 거주하는 66세 이상 주민들 

상 역학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규칙 인 섭취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고, 국에서도 암

과 련된 역학 조사에서 채소류의 소비 증 는 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부의 상 계를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14). 

Kusamran 등(15)은 태국에서 상용되는 15종 채소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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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atoxin B1과 같은 간 돌연변이원에 한 항돌연변이 활

성이 우수하 고 이들 채소류들은 쥐 간의 사작용 활성 

효소를 해하는 기작으로 돌연변이 유발을 억제시켰다고 

보고하 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채소류의 섭취는 폐,  

 립선암 발생을 감소시켰다고 보고(16)하 고, 노르웨

이 남녀를 상으로 11년 반 동안 조사한 역학연구에서는 

당근과 같은 녹색 채소류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와 폐암 

발생 간에는 부의 상 계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17).

비트의 뿌리 조직에 있는 표 인 색소인 betalains은 자

유 라디칼 소거능에 매우 효과 이어서 활성 산소  자유 

라디칼에 의해 유도된 지질과산화를 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8-20). Kanner 등(6)은 betalains류가 매우 은 

농도로도 지질과산화와 heme decomposition을 해하고 이

러한 능력은 catechins와 다른 flavonoids보다 높다고 보고

하 다. Betalains은 수용성으로 tyrosine으로부터 생성되어 

진한 붉은색과 자주색을 띠는 betacyanins과 노란색을 띠는 

betaxanthins로 크게 구분되고, 다시 betacyanin은 betanin

과 isobetanin으로 구별된다. Betanin(C24H26O13N2-550.48)

은 phenolic groups을 가지고 있어 아주 좋은 자공여자

(electron donor)로서 역할을 하여 항산화제로 작용한다고 

알려졌다(6). 한 로 Gliszczyńska-Swigło 등(20)은 beta-

nin에 의한 pH 의존 자유 라디칼 소거능에 해 검토한 결과 

pH 4이상에서 가장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

러한 활성은 anthocyanins에 의한 활성과 비교하 을 때 1.5 

～2배로 높았다고 보고하 다. 비트는 뿌리 생체의 가식부 

100 g당 수분이 86%로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유통  쉽

게 변질되어 오랫동안 보존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동결 건조  방사선 조사 등의 방법들이 보고되어 있

으며(21,22), 본 연구에서는 비트의 장성을 높이고 양소

의 손실도 최소로 하기 해 온 진공 건조 방법을 도입하

여 비트를 온에서 진공 건조 후 분말화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건조 비트 분말 섭취에 의한 생리활성에 한 연구로 

건조된 비트를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비트 추출물과 분획물

들에 의한 인체 결장암  암세포에 한 증식 억제  

세포 내 활성산소종 억제 효과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비트(경남 창녕)는 부산 엄궁 농산물 시장

에서 구입하여 당한 크기로 토막 내어 온진공건조기를 

이용하여 40
oC에서 40 torr의 압력으로 24시간 건조하 다.

추출  분획

건조된 비트 분말은 실험 사용 까지 -75oC에 냉동 보

되었다가 유기용매 추출을 하여 acetone : methylene 

chloride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비트 분말이 충분히 잠기도

록 하여 24시간 방치한 후 추출하 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하

여 얻은 여액은 40
oC 수욕 상에서 rotary vacuum evapo-

rator(EYELA, Tokyo, Japan)을 사용하여 농축하여 ace-

tone/ethylene chloride 추출물(A＋M)을 얻었다. 남은 잔사

에 동량의 methanol을 부어 와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

한 후 농축하여 methanol 추출물(MeOH)을 얻었다. 두 추출

물을 혼합한 추출물은 용매 극성에 따라 순차 으로 분획하

여 hexane, 85% aq. MeOH, butanol(BuOH), water 분획물

을 얻었다. 실험에는 각각의 추출물들을 dimethyl sulf-

oxide(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 고 세포배지로 필요

한 농도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세포배양에 사용된 

DMSO의 최종농도는 0.1% 이하가 되도록 하 다.

MTT assay

한국세포주은행(서울의 )으로부터 인체 결장암세포

(HT-29)와 인체 암세포(AGS)를 분양받아 본 실험실에서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인체 결장암세포(HT-29)

와 인체 암세포(AGS)는 100 units/mL의 penicillin- 

streptomycin과 10% FBS가 함유된 RPMI 1640 배지를 사

용하여 cell culture dish에서 37
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암세포는 96 well plate에 2×104 
cells/mL이 되도록 100 μL씩 분주하여 37

oC, 5% CO2 in-

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는 제거한 뒤 각 시료를 

배지로 희석하여 각 well당 시료를 100 μL씩 첨가하고, 조

군에는 시료 신 PBS를 100 μL씩 첨가하 다. 이 plate를 

다시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MTT assay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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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하여 

100 μL를 첨가하고 3～4시간 동안 더 배양하여 MTT가 환

원되도록 한다. 배양종료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가라

앉힌 후 각 well에 형성된 결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

면서 MTT 시약처리 배지를 제거하 다. 배지가 제거된 각 

well에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키기 하여 DMSO를 100 

μL씩 분주하여서 5～10분간 반응시켜 96 well plate용 도

계(ELISA reader, Perkin Elmer, Waltham, USA)로 540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23). 이 흡 도는 MTT가 세포에 

의해서 환원된 양을 나타내며, 따라서 각 well에 존재하는 

생존 수와 비례한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측정

인체 섬유육종세포인 HT1080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으

로부터 분양받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인체 섬유육

종세포(HT1080)는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

과 10% FBS가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cell culture 

dish에서 37
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2',7'-di-

chlorodihydrofluorescin diacetate(DCHF-DA) assay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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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24,25). DCHF-DA(Sigma, St. Louis, USA)는 세

포 내 활성산소종과 반응하여 형 물질(dichlorofluorescein, 

DCF)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 시약을 세포 속에 넣어 발생

하는 형 을 측정함으로써 세포 내의 활성산소종을 측정할 

수 있다. 세포를 9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24시간 배양하고, 

PBS 완충액으로 씻은 후 20 μM DCHF-DA를 각 well에 

분주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0분간 pre-in-

cubation하 다. 각 well에 시료를 처리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1시간 incubation한 후, DCHF-DA를 없애고 

세포는 다시 PBS 완충액으로 씻은 후 500 μM H2O2를 처리

하여 시간별로 DCF fluorescence를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에서 형 분석기로 측정하 다. 조군들

(blank군과 control군)은 시료 신 PBS를 처리하며, con-

trol군은 500 μM H2O2를 처리를 하고, blank군은 500 μM 

H2O2 신 PBS를 처리하여 측정하 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타내었고 분석된 실험 데이터는 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p< 

0.05 수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건조 비트 추출물과 그 분획물들의 인체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해 MTT assay를 행하 다. 실험에는 

인체 결장암세포(HT-29)와 인체 암세포(AGS)가 사용되

었으며 Table 1은 건조 비트의 acetone/methylene chloride 

추출물(A＋M)과 methanol 추출물(MeOH)을 여러 농도로 

인체 결장암세포(HT-29)에 처리했을 때 인체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A＋M 추출물은 0.1, 0.25 mg/ 

mL 첨가농도에서는 약 28%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Table 1.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of dried beet on the growth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Treatments
Concentration
(mg/mL)

Inhibition
(%)

IC50
(mg/mL)

A＋M 
extracts

0.1
0.25
0.5
1
2.5
5

27* 
28* 
65* 
80* 
84*

87* 

0.41 

MeOH 
extracts

0.1
0.25
0.5
1
2.5
5

 9
*
 

11
*
 

12
*
 

21
*
 

48
*
 

81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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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mg/mL 첨가농도에서 65%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MeOH 추출물의 경우, A＋M 추출물

과 비교하 을 때 반 으로 낮은 활성을 나타내어 A＋M 

추출물의 IC50 농도가 0.41 mg/mL인데 반하여 MeOH 추출

물의 경우 2.91 mg/mL 농도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낮았

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건조 비트 추출물을 hexane, 85% 

aq. MeOH, butanol(BuOH), water로 다시 추출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처리하 을 때 hexane 분획물

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부터 활성을 나타내어 0.5 mg/mL 농

도에서 76%를 나타내었고, 85% aq. MeOH 분획물도 농도 

의존 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해하여 첨가농도 0.5 mg/mL 

농도에서 82%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p<0.05)(Table 2). BuOH과 water 분획물의 경우 기타 분획

물들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조군에 비해서는 

유의 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켰다(p<0.05). 이들 분

획물들의 IC50 농도는 각각 0.28, 0.30, 1.60, 2.01 mg/mL로 

Hexane 분획물의 억제효과가 우수하 다. Table 3은 인체 

암세포(AGS)에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M 추출

물은 IC50 농도가 0.19 mg/mL로 인체 결장암세포(HT-29)

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높았다(p< 

0.05). MeOH 추출물은 A＋M 추출물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IC50 농도가 1.14 mg/mL로 인체 결장암세포

(HT-29)에 비해 다소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보 다. 

Table 2. Effect of solvent fractions of dried beet on the 
growth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Treatment
Concentration
(mg/mL)

Inhibition
(%)

IC50
(mg/mL)

Hexane fraction

0.1
0.25
0.5
1
2.5
5

32* 
42* 
76* 
77* 
83* 
85* 

0.28 

85% aq. MeOH 
fraction

0.1
0.25
0.5
1
2.5
5

12* 
48* 
82* 
78* 
80* 
84* 

0.30 

BuOH fraction

0.1
0.25
0.5
1
2.5
5

 5
*
 

11
*
 

23
*
 

45
*
 

77
*
 

83
*
 

1.60 

Water fraction

0.1
0.25
0.5
1
2.5
5

 8* 
 9* 
11* 
24* 
62* 
81* 

2.01 

*p<0.05, significant effect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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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M) and 
methanol (MeOH) extracts of dried beet on the growth of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Treatments
Concentration
(mg/mL)

Inhibition
(%)

IC50
(mg/mL)

A＋M extracts

0.1
0.25
0.5
1
2.5
5

40
*
 

57
*
 

92
*
 

94
*
 

94
*
 

93
*
 

0.19

MeOH extracts

0.1
0.25
0.5
1
2.5
5

5 
12* 
28* 
48* 
92* 
9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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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는 건조 비트 추출물의 hexane, 85% aq. MeOH, bu-

tanol(BuOH), water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인체 암세포

(AGS)에 처리했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으

로 모든 분획물들에서 농도 의존 으로 억제효과가 높은 것

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특히 hexane과 85% aq. MeOH 분획

물은 IC50 농도가 각각 0.13, 0.18 mg/mL로 인체 결장암세포

(HT-29)의 결과보다 낮은 농도에서부터 활성이 나타나 

0.25 mg/mL 이상의 농도에서 77% 이상의 억제효과가 나타

Table 4. Effect of solvent fractions of dried beet on the 
growth of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Treatments
Concentration
(mg/mL)

Inhibition
(%)

IC50
(mg/mL)

Hexane fraction

0.1
0.25
0.5
1
2.5
5

38* 
77* 
90* 
93* 
93* 
92* 

0.13

85%aq. MeOH 
fraction 

0.1
0.25
0.5
1
2.5
5

20* 
88* 
92* 
91*

90* 
92* 

0.18

BuOH fraction

0.1
0.25
0.5
1
2.5
5

 8* 
 7* 
25* 
91* 
93* 
95* 

0.66

Water fraction

0.1
0.25
0.5
1
2.5
5

 4 
12* 
22* 
91* 
91* 
93*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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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한편, 인체 암세포(AGS)에서도 BuOH과 water 분

획물의 IC50 농도는 각각 0.66, 0.60 mg/mL로 분획물들  

활성이 가장 낮았다. Kada 등(26)은 비트, 시 치, 상추, 양배

추 등의 녹황색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면 결장암  암 발

생이 크게 방된다고 보고하 다.

Cell system에서 항산화 효과

생체 내에서 산화  스트 스는 반응성이 큰 활성산소종

들의 생성과 이들을 화하려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야기된다. 과도한 활성산소종들은 세포 내의 

지질, 핵산  단백질을 공격하여 세포  조직의 산화  

손상을 유발하고 이러한 산화  스트 스의 축 이 암과 심

질환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병리학  진행과 노화 

과정에서는 요한 요인들로 주목된다(27-29). 따라서 이러

한 과잉의 활성산소종의 제거  생체 내 항산화 방어 시스

템의 증진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약물이 아닌 천연

성분에서 그 효능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 비트의 A＋M 추출물  MeOH 추출물

과 각 분획물들에 의한 세포 내 활성산소종 억제효과를 알아

보고자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를 이용하여 DCHF-DA 

assay를 행하 다. Fig. 1은 건조 비트 A＋M 추출물  

MeOH 추출물을 농도별로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에 

처리하 을 때 측정시간 120분 동안 control군에 비해 세포 

내 활성산소종을 크게 억제시켰다. 건조 비트 추출물을 

hexane, 85% aq. MeOH, BuOH, water로 다시 추출하여 얻

어진 각 분획물들을 인체 섬유육종세포(HT1080)에 처리했

을 때 첨가농도 0.1 mg/mL로 처리하 을 때 BuOH 분획물

을 제외한 기타 분획물들의 경우 control군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 다(Fig. 2A). 첨가농도 

0.25 mg/mL에서 85% aq. MeOH 분획물은 blank군과 con-

trol군에 비해 측정시간 120분 동안 계속 으로 세포 내 활성

산소종을 감소시키는데 우수한 능력을 나타내었고 hexane

과 BuOH 분획물은 500 μM H2O2만을 처리한 control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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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effect of acetone/methylene chloride (A＋
M) and methanol (MeOH) extracts from dried beet on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 HT1080 cells. A＋M 0.25, ace-
tone with methylene chloride extract 0.25 mg/mL; MeOH 0.25, 
methanol extract 0.25 mg/mL; A＋M 0.5, acetone with methylene 
chloride extract 0.5 mg/mL; MeOH 0.5, methanol extract 0.5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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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 of solvent fractions from dried beet on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 HT1080 cells. (A) Hexane, 
hexane fraction 0.1 mg/mL; 85% MeOH, 85% aqueous methanol fraction 0.1 mg/mL; BuOH, butanol fraction 0.1 mg/mL; Water, water 
fraction 0.1 mg/mL. (B) Hexane, hexane fraction 0.25 mg/mL; 85% MeOH, 85% aqueous methanol fraction 0.25 mg/mL; BuOH, butanol 
fraction 0.25 mg/mL; Water, water fraction 0.25 mg/mL.

비해서는 활성산소종을 감소시켰다(Fig. 2B). 따라서 세포 

내 활성산소종 감소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85% aq. MeOH 

분획물에서 높았고 water 분획물의 효과가 가장 낮았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비만환자들 상 연구에서 Zielinska- 

Przyjemska 등(30)은 비트 쥬스와 칩은 neutrophils 내의 활

성산소종을 감소시켜 이들 세포의 산화  손상을 해하

다고 보고하 고, Pavlov 등(18)은 비트 유래 betalains이 합

성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BHT)와 비교될 

만큼 높은 유리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22종의 채소류들의 phenol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연

구에서 콩과류 다음으로 비트 추출물에서 총 phenol 함량이 

높았고 그에 따라 항산화능도 우수하 다고 보고되었다

(31). Lee 등(32)도 13가지 채소류의 1,1-diphenyl-2-picryl- 

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을 살펴 본 결과 그  비트 

잎의 라디칼 소거능이 우수하 고 총 페놀 함량도 높아 비트

의 항산화 활성과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 고, 

LLC-PK1 세포에 radical generator인 2,2'-azobis(2-ami-

dinopropane) dihydrochloride(AAPH)를 처리하여 산화  

스트 스를 측정한 결과에서 가지와 컬리 라워 다음으로 

비트 뿌리에 의한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여 우수한 산화  

스트 스 개선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 Son 등(33)은 

당근 젖산 발효 음료의 폴리페놀 함량과 DPPH에 의한 자

공여능은 비트 즙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비트 즙을 5% 첨가하 을 때 114.27 μg/ 

mL의 폴리페놀 함량과 65.4%의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고 보고하 다. 한편, Oh와 Lee(34)은 한국인이 주로 상용하

는 7종의 채소류들에 의한 항돌연변이 활성을 검색한 결과 

돌미나리, 깻잎, 부추, 쑥갓  시 치들에 의한 돌연변이 

해효과가 우수하 고 이들 채소류들에 의한 항산화 효과

도 높았으나 측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를 들면 malondialdehyde(MDA)에 한 단백질 보

호 작용에서는 깻잎과 돌나물이 65%로 가장 효과 이었고, 

지질과산화억제 활성 실험에서는 돌나물과 돌미나리에 의

한 지질과산화 해율이 높아 유지류의 자동산화 반응에 

한 항산화 효과가 특히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실험에서는 쑥갓과 돌미나리가 

70% 이상의 높은 해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채

소류의 산화방지 지표로 oxygen radical absorbance ca-

pacity(ORAC) 측정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특히 일, 비

트, 옥수수, 시 치 등이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  손상으

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능이 우수하 다고 보고되었다(35). 

그러나 비트를 포함하는 22가지 채소류들에 의한 라디칼 소

거능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일, 시 치, 알팔 와 로콜리 

등에 의한 항산화 효과가 특히 높았다고 보고하 다(10). 따

라서 항산화 활성은 측정 방법에 따라 활성 정도가 다양하므

로 몇몇 연구들에서는 비트에 의한 항산화능이 미미하 으

나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세포 내 활성산소종 측정 실험에서

는 온의 진공 조건에서 건조된 비트분말의 MeOH 추출물

과 water 분획물을 제외한 다른 분획물들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살펴 볼 수가 있었으므로 생리활성 물질은 수용성 

계열 색소로 여겨지며 향후 분획물의 정제를 통한 생리활성 

물질 검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온 진공 공정으로 건조된 비트를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이들 비트 추출물  분획물들에 의한 인체 결장암  암

세포에 한 증식  세포 내 활성산소종 억제 효과에 해 

검토하 다. 인체 결장암세포(HT-29)의 경우, A＋M 추출

물은 0.5 mg/mL 첨가농도에서 65%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

과를 나타내었고(p<0.05), MeOH 추출물은 A＋M 추출물과 

비교하 을 때 반 으로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음을 찰

하 다. 건조 비트 추출물을 hexane, 85% aq. MeOH, BuOH, 

water로 다시 추출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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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 을 때 특히 hexane  85% aq. MeOH 분획물은 

낮은 농도에서부터 활성을 나타내어 0.5 mg/mL 농도에서 

76% 이상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p<0.05)를 나타내

었다. 인체 암세포(AGS)에 한 결과에서 A＋M 추출물

은 인체 결장암세포(HT-29)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가 높았고, MeOH 추출물은 A＋M 추출물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앞서 인체 결장암세포

(HT-29)에 비해 다소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보 다. 

건조 비트 추출물의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인체 암세포

(AGS)에 처리했을 때 hexane과 85% aq. MeOH 분획물은 

앞서의 인체 결장암세포(HT-29)의 결과와 유사하게 낮은 

농도에서부터 활성이 나타나 0.25 mg/mL 이상의 농도에서 

77% 이상의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인체 섬유육종세포

(HT1080) 내 활성산소종 억제 실험에서 건조 비트 A＋M 

 MeOH 추출물은 농도 의존 으로 측정시간 120분 동안 

500 μM H2O2만을 처리한 control군에 비해 세포 내 활성산

소종을 크게 억제시켰다. 건조 비트 분획물들을 인체 섬유육

종세포(HT1080)에 처리했을 때 첨가농도 0.1 mg/mL로 처

리하 을 때 BuOH 분획물을 제외한 기타 분획물들의 경우 

control군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우수한 항산화 활성

을 보 다. 첨가농도 0.25 mg/mL에서 85% aq. MeOH 분획

물은 세포 내 활성산소종을 감소시키는데 우수한 능력을 나

타내었고 hexane과 BuOH 분획물은 500 μM H2O2만을 처리

한 control군에 비해서는 활성산소종을 감소시켰으나 blank

군보다는 높았다. 따라서 세포 내 활성산소종 감소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85% aq. MeOH 분획물에서 높았고 water 

분획물의 효과가 가장 낮았음을 살펴 볼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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