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J. Korean Soc. Appl. Biol. Chem. 51(3), 212-218 (2008) Articles

메밀싹 에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원성 및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최승필1·이의용2·함승시3·이득식*

1연변대학 농학원 식품과학학부, 2CJ(주) 베이커리공장 기술개발팀,
3강원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부, 한중대학교 외식산업학과

Antimutagenic and Cytotoxic Effects of an Ethanol Extract of

Buckwheat Sprout

Cheng-Bi Cui1, Eui-Yong Lee2, Seung-Shi Ham3 and Deuk-Sik Lee*
1Department of Agriculture, Yanbian University, Long Jing 133400, China

2R&D Team, Bakery Plant, CJ Corp., Eumsung 369-821, Korea
3School of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Department of Foodservice Industry, Hanzhong University, Donghae 240-150, Korea

Received August 6, 2008; Accepted August 22, 2008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antimutagenic and anticancer effects of ethanol extract
of buckwheat sprout using Ames test and SRB assay, respectively. An ethyl acetate fraction (200
µg/plate) from the ethanol extract of buckwheat sprout showed inhibition rate of 80.6% against the
mutagenesis induced by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MNNG) in Salmonella typhimurium
TA100 strain. Also the ethyl acetate fraction (200 µg/plate) showed higher antimutagenic activity
than other fractions against the mutagenesis induced by 4-nitroquinoline-1-oxide (4NQO) in Salmo-
nella typhimurium TA98 and TA100. In addition, the ethyl acetate fraction (200 µg/plate) showed
high antimutagenic effect of 80.9% and 85.9% against the mutation of TA98 and TA100 strains
induced by 3-amino-1,4-dimethyl-5H-pyrido-(4,3-b)indol (Trp-P-1), respectively. The cytotoxic effects
of each solvent fraction from the ethanol extract of buckwheat sprout against human cancer cell
lines including lung carcinoma (A549), gastric carcinoma (AGS), breast adenocarcinoma (MCF-7),
hepatocellular carcinoma (Hep3B), and colon adenocarcinoma (Colo 205) were investigated.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ethanol extract at the concentration of 1.0 mg/ml showed
strong cytotoxic activities of 70.3, 94.8, 79.6, 82.3, and 73.2% against A549, AGS, MCF-7, Hep3B
and Colo 205 cancer cell lines, respectively.

Key words: anticancer, antimutagenicity, buckwheat sprout, cytotoxicity, inhibition

서 론

메밀은 일반적으로 야생종을 포함하여 수십 종이 확인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재배 메밀의 발상지는 중국 흑룡강 지역으로

부터 바이칼호 부근이라고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티베트, 네

팔로부터 중국의 운남성까지 연결된 지역이 유력한 발상지로

제시되고 있다.1) 메밀은 생육 기간이 60~80일로 짧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흡비력과 병충해에 강한 특성이 있어 많은

양의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무공해 작물이라

고 할 수 있다.2) 메밀 성분 중 회분은 대체적으로 20% 내외로

종피와 과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은 약 13% 함유되어

있다. 또한, 무기질 성분으로 K를 위시하여 Mg, Ca, P, Fe의

함량이 많고, Mn, Zn, Na, Se 등은 미량 함유되어 있다.3) K와

Mg은 주로 과피에 있으면서 단백질 층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

에 단계적으로 제분을 할 경우에는 최종 단계에서 얻어지는 메

밀가루에 무기질 함량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4) 따라서 메밀

종실을 이용한 식품은 이러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주요한 공

급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밀은 우리나라에

서 오랫동안 구황작물로 이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러 가공식

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메밀 종실은 비교적 높은 양의 미

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부족한 미네랄의 공급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메

밀의 미네랄과 이를 이용한 가공 식품은 영양성분이나 기능성

의 관점에서 완벽히 기술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식물종자는 알맞은 물, 산소, 온도가 주어지면 발아하

며,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생리활성이 증대되고 많은 성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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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일어나 발아에 의한 영양소의 유도화를 극대화시키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의 경우에

는 콩 비린내 등 특유의 냄새 때문에 날것으로 먹기 힘든 반

면, 메밀나물은 그 자체의 향만 있을 뿐 다른 이취가 나지 않

는다. 특히, 조직이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생식하거나 샐러드

나 즉석나물무침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메밀나물을 소재로 한

각종 음료 및 식품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메밀의

생리활성 물질인 rutin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모세혈

관을 강화시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을 예방하고 당뇨병, 잇몸출혈, 구취제거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5-12) 그 중, 메밀발아에 관한 연구로는 rutin13)

과 지방산14), 식이섬유15) 및 트립신 저해제에 관한 연구16)가 몇

편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밀을 콩나물 형태의 채소로 재배하여

rutin, 아미노산 및 각종 무기물이 풍부하게 함유된 메밀싹을 얻

고, 메밀싹 추출물의 항돌연변이원성 및 암세포 성장 억제 효

과를 확인함으로서 신선채소로서의 이용은 물론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가치를 밝혀 기능성식품 개발 혹은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료의 조제. 실험에 사용한 메밀싹(길이 12~16 cm

정도, 하배축의 두께 약 1.8~1.9 mm 정도)은 추출에 적합하도

록 미세분쇄기로 분말화하여 시료중량의 10배인 70% 에탄올을

첨가하고 8시간씩 80oC에서 3회 추출한 후, 감압여과 장치에서

뜨거운 상태로 여과한 후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추출용매를

제거한 후 동결건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분획물

의 제조는 동결건조물로부터 용매의 극성에 따라 분별분리를

행하여 핵산, 클로로포름, 에틸 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물층으

로 극성의 차이에 의해 다섯 가지 분획물을 분리한 후 감압농

축 후 동결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변이원 물질. 직접 돌연변이원인 N-methyl-N'-nitro-N-

nitrosoguanidine(MNNG), 4-nitroquinoline-1-oxide(4NQO)는 미

국 Sigma 회사로부터 구입하였고, 간접 돌연변이원인

benzo(α)pyrene(B(α)P)과 3-amino-1,4-dimethyl-5H-pyrido-(4,3-

b)indol(Trp-P-1)은 일본 특급시약(和光純藥)을 구입하였다. 이들

변이원 물질은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세포주 및 배양.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인간 암세포로 폐

암세포 A549(Lung carcinoma, Human), 유방암세포 MCF-7

(Breast adenocarcinoma, Human), 간암세포 Hep3B(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위암세포 AGS(Human gastric

carcinoma), 결장암세포 Colo 205(Colon adenocarcinoma,

Human)를 그리고 정상세포로 293(transformed human kidney)

을 Korea Cell Bank(KCLB)로부터 구입하여 본 실험실에서 배

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A549, MCF-7, AGS 세포주는

RPMI Medium 1640 복합배지를, Hep3B, Colo205 세포주는

DMEM(Dulbeco’s Modified Eagle Medium) 배지를 이용하여

10% fetal bovine serum을 첨가하고, 37oC에서 5% CO2에 적

응시켜 각각 배양시켰다.

돌연변이원성 실험. 메밀싹 추출물의 돌연변이원성 실험은

Salmonella typhimurium의 변이주인 TA98과 TA100을 이용하여

Ames test를 개량한 preincubation법17)으로 실시하였다. 메밀싹

추출물을 미리 건열 멸균시킨 glass cap tube에 각각 50 µl씩

가하고 여기에 미리 TA-culture배지(Difco nutrient broth 0.8 g

+NaCl 0.5 g+증류수 100 ml)에서 하룻밤 배양시킨 균액 100 µl

를 가한 다음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4)를 가하

여 전체부피가700 µl가 되도록 하였다. 이것을 30분간

preincubation한 다음 histidine/biotin이 첨가된 top agar를 2 ml

씩 가하여 잘 혼합한 후에 미리 조제해 놓은 minimal glucose

agar plate상에 도말하고 평판 고화시켜 37oC에서 48시간 배양

하여 생긴 복귀 돌연변이(His＋ revertant colony)수를 측정하여

돌연변이원성의 유무를 판정하였다.

항돌연변이원성 실험. Ames test를 개량한 preincubation법에

따라 항돌연변이원성 실험을 실시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변이

원물질은 4NQO, MNNG, B(α)P 및 Trp-P-1이다. 건열멸균시킨

glass cap tube에 시료의 추출물을 각각 50 µl씩 첨가하고 이어

서 변이원 물질을 각각 50 µl씩 첨가하였다. 간접 변이원인 경

우 간접변이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10% S-9 mix를 250 µl씩

첨가하였다. 여기에 전배양시킨 균액을 100 µl씩 주입한 후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4)를 가하여 최종 부피가

700 µl가 되도록 하였다. 이것을 37oC에서 20분간 진탕배양한

다음 상기의 돌연변이원성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여 생

성된 복귀돌연변이 수를 측정하여 항돌연변이성 유무를 판정하

였다. 메밀싹 추출물과 변이원 물질의 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하

여 결정하였으며, 항돌연변이활성은 변이원물질의 활성에 대한

시료의 억제율(inhibition rate, %)로 나타내었다.

세포독성 실험. SRB(sulforhodamine B)는 세포 단백질 염색

을 이용하여 세포 증식이나 독성을 측정하는 방법18)으로 10%

fetal bovine serum 및 각각의 암세포(A549, MCF-7, AGS,

Hep3B, Colo205)와 정상세포(293)를 함유하는 RPMI 1640과

DMEM배지에 5×104 cells/ml 농도로 100 µl씩 각 well에 첨가

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oC, 5% CO2)시킨 후 0.2 M 이하의

DMSO로 녹인 시료를 0.25, 0.5, 0.75, 1.0 mg/ml의 농도로

100 µl씩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였다. 그 후 상등액

을 aspirator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냉장 보관한 10%(w/v)

trichloroacetic acid(TCA)를 100 µl씩 첨가한 후 1시간 동안

4oC에서 방치한 후 증류수로 다섯 번 헹구었다. 실온에서 건조

시킨 후 1%(v/v) acetic acid에 녹인 0.4%(w/v) SRB용액

100 µl를 첨가해 30분 동안 염색시켰다. 결합되지 않은 SRB 염

색액은 1%(v/v) acetic acid 용액으로 네 번 정도 헹구어 제거

하고, 다시 건조시킨 후 10 mM Tris buffer(pH 10.5) 100 µl로

염색제를 충분히 녹인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Ames test를 이용한 돌연변이원성. S. typhimurium TA98과

TA100을 이용한 Ames test를 행한 결과 음성대조군의 복귀 돌

연변이 집락수는 TA98이 17±4, TA100은 183±6이었고, 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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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출물을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 집락수가 음성대조군에 비

하여 농도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메밀싹 에탄올 추출물

은 돌연변이원성 및 독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데이타 생략). 이는 메밀잎 에탄올 추출물19) 그리고 메밀국수

에탄올 추출물20) 모두에서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와 일치하였다.

Ames test를 이용한 항돌연변이원성. 돌연변이 유발 억제효

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각각의 메밀싹에

대한 에탄올 추출물을 핵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

올 및 물층으로 분획을 한 후 MNNG, 4NQO, B(α)P 그리고

Trp-P-1을 사용하여 항돌연변이원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1, 2, 3,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변이원 물질에 대하여

각 분획물들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MNNG(0.4

µg/plate)에 대해서는 200 µg/plate농도에서 에틸아세테이트, 부

탄올 분획물이 각각 80.6%와 79.6%로서 높은 억제율을 나타

내었다(Fig. 1). 또한, 동일농도에서 물, 핵산, 클로로포름 분획

물에서는 각각 70.6, 65.3, 64.3%를 나타내었다. Ham21) 등은

MNNG가 첨가된 TA100 균주에 대해 메밀잎의 에탄올 추출물

로부터 얻어진 핵산, 클로로포름 분획물이 강한 돌연변이 억제

효과를 보임을 보고한 바 있어, 본 실험결과와 약간의 차이점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Ham의 결과는 주로 비극성 용매

분획물에서 강한 활성을 나타낸 반면, 본 실험 결과에서는 극

성과 비극성의 중간적 성질을 띤 에틸아세테이트 등의 용매 분

획물에서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메밀잎에 존재해 있는

성분과 메밀싹에 형성된 성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4NQO(0.5 µg/plate)를 처리한 TA98의 경우 에탄올 추

출물이 200 µg/plate농도에서 81.5%의 높은 돌연변이 억제활성

을 나타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분획한 에틸아세테이

트, 물, 부탄올, 핵산, 클로로포름 분획물에서는 88.4, 79.1,

76.3, 75.0, 74.6%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TA100에서는 에

탄올 추출물이 77.8%, 각 분획물에서 86.8, 66.5, 73.9, 66.5,

69.0%로서 TA98보다는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2). 그

리고 B(α)P(10 µg/plate)를 사용한 Fig. 3에서는 두 균주 모두

부탄올 분획물에서 80% 이상의 높은 억제율을 나타내었으며,

물 분획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획물들에서 65% 이상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Trp-P-1(0.5 µg/plate)를 처리한 TA98

균주의 경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80% 이상의 억제율을

보였고, TA100 균주에 대해서는 헥산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

물에서 85% 이상의 높은 억제율을 나타내었으며, 농도증가에

따라 억제효과도 증가함을 보였다(Fig 4). Kwak22) 등은 한국산

메밀, 수수, 기장, 율무의 에탄올 추출물들은 모든 시료에서 농

도 의존적으로 항돌연변이원성 효과를 나타내었고, 또 각각의

시료들이 직접변이원에 대하여 높은 돌연변이 억제활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성을 보

여주었다. 이상의 항돌연변이 효과 실험에서 메밀싹 에탄올 추

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나 부탄올 분획이 높은 돌연변이 억제활

성을 나타내었다. 메밀싹 에탄올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드 분

획에서 RC50 값이 26.1 µg/ml로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고

유전독성 억제효과에서도 75.8%로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진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23), 이는 본 연구의 항돌연변이 결과와

항산화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

겨지며 메밀싹의 항산화성이 높은 분획물이 항돌연변이 효과도

Fig. 2.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the mutagenicity by 4NQO (0.15 µ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98 and TA100.

Fig. 1.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the mutagenicity by MNNG (0.4 µ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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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메밀싹 추출물의 인간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발암 과정에

서 발암의 개시는 암 유전자나 암 억제유전자에 일어나는 각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것이

발암의 억제로 이어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세포의 생육형태가

부착성(attachment)세포인 경우 SRB assay를 사용하였다.

sulforhodamine B(SRB)는 두개의 sulfonic group을 가진 밝은

핑크색의 aminoxanthene 염색액으로 단백질 염색에 널리 사용

되어지는 bromophenol blue와 naphthol yellow와 유사하다. 약

산성일 때 SRB는 TCA로 고정된 세포내의 단백질 염기 아미

노산 잔기와 결합하므로 세포 밀도와 직선관계이며 주위환경의

변경에 덜 민감하고 중간 대사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한

end point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각종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규명하기 위해 암세포로 A549, MCF-7, Colo

205, AGS, Hep3B와 대조로서 정상세포인 293을 이용하여 메

밀싹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에 대하여 SRB assay를 행하였다.

그 결과 Fig. 5에서와 같이 인간 폐암세포인 A549 세포에 대

한 분획물들의 억제효과를 검토한 결과 1 mg/ml 첨가시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70.3%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다른 나

머지 분획물에서는 65% 이하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인간

유방암세포인 MCF-7 세포의 경우 시료농도 1 mg/ml에서 부탄

올, 에틸아세테이트 및 클로르포름 분획물에서 각각 80.9, 79.6

그리고 77.2%의 비교적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Fig. 6),

물 분획물에서는 20% 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컴

프리를 첨가한 밀가루의 열수 추출물이 폐암세포인 A549에서

23%의 낮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연구보고24)에서와 같이

물 추출물의 경우는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들 실험결과로 미루어 메밀싹 에탄올 추출물의 물 분

획 시에 극성에 가용되는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가진 생리활

성 물질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Fig. 7에서 인간 결장암세포인 Colo 205 세포의 경우, 농도

1 mg/ml에서 에틸 아세테이트, 클로르포름 및 부탄올 분획물에

서 73.2, 68.3 그리고 66.2%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다른 분획

물에서는 50% 이하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인간의 위암세포 AGS(Fig. 8)의 경우, 0.25 mg/ml 농도에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약 90%의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

고, 부탄올은 약 72%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농도가 이보다

높은 0.5 mg/ml인 경우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분획물에서 각

각 93.2, 88.7% 그리고 0.75 mg/ml인 경우 94, 93.1%, 1.0

mg/ml인 경우 94.8, 93.6%로서 모두 88% 이상의 강한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5종의 인간 암

세포 중 위암세포인 AGS에 있어서 메밀싹 메밀싹 에탄올 추

Fig. 4.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the mutagenicity by Trp-P-1 (0.5 µ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98 and TA100.

Fig. 3.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the mutagenicity by B(a)P (10 µ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98 and T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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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 분획이 매우 탁월한 억제효

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밀싹 추출물이

위암에 강력한 억제제 혹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in vivo 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해 세부적

이고 명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Hep3B 세포의 경우에서는 부탄올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에서 각각 83.3와 82.3%의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9).

이에 반해, 인간의 정상 세포인 293에 대하여 메밀싹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을 농도에 따른 세포독성은 시료농도 1 mg/ml

의 농도에서 클로로포름 분획물에서 38.9%의 억제율을 보였을

뿐 다른 분획물에선 모두 32% 이하의 억제율을 나타내어 메밀

싹 추출물과 분획물이 비교적 낮은 독성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Fig. 10).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메밀싹 에탄올 추출

물의 에틸아세테이트와 부탄올 분획은 탁월한 항돌연변이원성

및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암세

포인 AGS에 대해 보이는 매우 강한 암세포 억제효과는 에틸아

세테이트와 부탄올 분획으로부터 유용성분만을 분리하여 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나 의약품 소재로서 충분

히 활용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메밀싹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고부가

Fig. 7.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human colon adenocarcinoma (Colo 205).

Fig. 8.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human gastric carcinoma (AGS).

Fig. 5.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human lung cancer cell (A549).

Fig. 6. Inhibitory effects of each fraction of Buckwheat sprout 70%

ethanol extracts against human breast adenocarcinoma (MC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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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의약품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을 가진 아주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히 메밀싹은 콩나물과는 달

리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향이 독특하고 조직이 연

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생식하거나 샐러드, 즉석 나물무침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메밀싹을 소재로 한 각종 음료 및 식품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좋은 건강기능

식품소재로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틸아세테이트나 부탄

올 분획물과 같은 생리활성 기능이 강한 성분들을 분리, 정제

하여 추가적인 연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메밀싹 에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실험 결과, 직접변이원

인 MNNG를 처리한 S. typhimurium TA100 균주에 대해 메밀

싹 에탄올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200 µg/plate)이 80.6%

로 가장 높은 억제율을 보였으며, 4NQO를 처리한 TA98 및

TA100 두 균주 모두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서 다른 분획보다

높은 85% 이상의 돌연변이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Trp-P-1에서

는 TA98과 TA100 두 균주 모두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각

각 80.9와 85.9%의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암세포 성장 억제 효

과를 검토한 실험에서는 A549 와 Colo 205 세포에 1.0 mg/ml

농도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처리 시 모두 70.3% 이상의 증

식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MCF-7 과 Hep3B 세포의 경우 부탄

올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1.0 mg/ml)에서 80% 이상의 암세포

성장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AGS는 1.0 mg/ml 농도의 에

틸아세테에트와 부탄올 분획물에서 90% 이상의 강한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Key words: anticancer, antimutagenicity, buckwheat sprout,

cytotoxicity,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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