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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untia humifusa, widely distributed in the south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s known to have 
bioactive functions and medicinal benefits for treating various diseases such as arteriosclerosis, diabetes mellitus, 
gastritis, and hyperglycemia. In this study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fruit and its anti-
carcinogenic effects on human breast cancer were investigated. As expected, O. humifusa  showed high con-
centrations of total polyphenol as well as flavonoid as compared to other kinds of cactus. Effects of the water 
extracts of O. humifusa on the proliferation, G1 arrest and apoptosis of the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s 
were also examined using the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s, and 
G1 cycle arrest and apoptotic effect of O. humifusa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y. When MCF-7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exane, ethyl acetate and water extracts of O. humifusa, water extracts 
of the fruit significantly decreased viable cell numbers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A G1 arrest in 
MCF-7 cells was induced as well.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water extracts of fruit of O. humifusa would 
inhibit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 proliferation and induce G1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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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 인 심각한 질병이며(1), 그 

에서도 유방암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 빈번한 여성 사망원

인 질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2), 근래에 국내에서도 

식생활  생활양식의 서구화, 출산율  모유수유 감소 등

으로 유방암의 발생빈도가 격히 증가하여 2001년도부터

는 여성 암  1 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면서 험비 이 높

아지고 있다(3). 역학조사를 통해 밝 진 바에 의하면, 고지

방, 고단백질 식이는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야채와 과일의 섭취는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4). 다양한 식물유래 천연물들이 여러 종류의 암을 

방 치료하는 효과를 가졌음이 알려지고 있는바, 그들에 함유

되어 있는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생리활성물질을 분리·동정

하고, 항암기 을 밝히는 연구들이 선진국을 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연식물들  선인장은 건조한 기후에 응력이 뛰어난 

식물로 로부터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 왔는데, 그 에서도 

Opuntia속은 멕시코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북아메리카의 병원  의료기 에서 임상 으로 활용되고 

있다(5).

Opuntia속 선인장의 열매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무기질 

함량이 높은 반면, 나트륨, 칼륨, 인은 타 열매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 이며, 특히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다른 과일

과 비교하여 볼 때, serine, γ-aminobutyric acid, gluta-
mine, proline, arginine, histidine의 함량이 높다고 하 다

(6). Opuntia속 선인장  우리나라에서 일반 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손바닥선인장(Opuntia ficus-indica)과 천년 선

인장(Opuntia humifusa)이 있다. 자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와 남해안 등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귀화식물로 ‘백년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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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리 알려져 있으며, 후자는 한반도 부지방에서 

자생하며, 겨울에도 생존하는 다년생 선인장이다. 천년 선

인장은 한 생존력이 우수하여 우리나라 충청도 아산지역

과 경기도 고양지역 등에서 유기농으로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 작물로 기 되고 

있다(7). 식용선인장은 기능성식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

은 주요한 소재의 하나로, 폴리페놀류 등 건강유지에 요한 

합성 사산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8),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리 이용되고 있다(9). 항산화작용  항균작용 등에 

한 연구 보고도 있으나, 아직까지 천년 선인장의 연구결

과는 많지 않다(10).

본 연구에서는 천년 선인장의 보다 범 한 기능성을 

알아보고자 일차 으로 열매추출물에 하여 기능성성분인 

총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의 함량을 알아보고, 인체의 유

방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암세포인 MCF-7 세포의 성장억제

효과를 조사하여 기능성식품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을 타진함

으로써 궁극 으로 천년 선인장 열매에 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한 기 자료를 얻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천년 선인장의 비  추출

경기도 고양시 천년 농조합법인에서 2008년 5월에 천

년 선인장(Opuntia humifusa)의 열매를 구입하여 -70oC로 

동결 건조한 다음, 종자를 분리하고 과육만을 Disc mill로 

1차 분쇄하고 Cyclone mill로 2차 분쇄하 다. 분쇄된 시료

에 메탄올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48～72시간씩 3회 추출한 

다음, 여과지(Whatman No.2, Maidstone, England)로 여과

하고, rotary vacuum evaporator(R-210 Rotavapor, Buchi 

Co., Flawil, Switzerland)로 농축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이 추

출물은 핵산, 에틸아세테이트 그리고 물을 용매로 순차분획을 

실시한 다음 농축시키고 동결 건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총 폴리페놀과 총 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Maksimovic 등

(11)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열매분말을 상온에서 

메탄올로 추출하 다. 농도가 50 μg/mL인 천년 선인장 열

매의 추출물시료에 증류수를 가하여 5배 희석한 후 0.5 mL

를 tube에 담고, 0.25 mL Folin-Ciocalteu reagent를 첨가하

고, 20% sodium carbonate 용액을 1.25 mL 첨가한 다음 실

온에서 40분간 반응시키고, 7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 gar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의 측정을 하여 에탄올로 50 μg/ 

mL의 농도가 되도록 희석한 시료 100 μL에 2% alumi-

nium(III) chloride hexahydrate를 100 μL 첨가하고 430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표 물질로 quercetin(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 다. 

세포배양  증식억제 효과(Cytotoxicity)

실험에 사용한 MCF-7(human breast cancer) 세포는 한

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KCLB)에서 구입하

고, 정상세포주 BJ(human foreskin normal cell) CRL- 

2522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 다. Dulbe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LONZA, Basel, Switzerland)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Gemcell, CA, USA)와 1% penicillin streptomy-

cin(LONZA)이 함유된 배지를 사용하여 37
oC, 5% CO2 in-

cubator에서 배양하 다. 

천년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는 3-(4,5-dime-

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 Roch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12).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s/well의 도로 

100 μL씩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
oC, 5% CO2)시킨 

후 시료를 100, 500  1000 μg/mL의 농도로 첨가한 후 24시

간 배양하 다. 각 well에 MTT labeling reagent를 10 μL씩 

첨가하고 4시간 동안 배양(37
oC, 5% CO2)한 후 solubiliza-

tion solution을 100 μL씩 첨가하여 incubator에 12시간 유치

시키고, 550 nm에서 ELISA reader(PowerWaveXS, Bio-tek, 

Winooski, USA)로 흡 도를 측정하 다.

세포주기 분석

MCF-7 세포를 3×105 cells/well의 도로 6 well-plate

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oC, 5% CO2)한 후 각 시료

를 100 μg/mL 씩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PBS로 

세포 단층을 씻어낸 후 trypsin-EDTA를 첨가하여 세포를 

수집하 다. 수집한 세포를 차가운 70% ethanol을 넣어 

-20oC에서 1시간 보 한 다음 고정한 후 propidium io-

dide(Sigma)을 첨가하고 30분간 염색하여 FACSCalibur 

(Becton Dickinson, NJ, USA)를 사용해서 flow cytometry 

방법으로 세포주기를 분석하 다. 

세포사멸 분석

세포를 6 well-plate에 분주한 후 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시료를 100 μg/mL씩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으

며, PBS로 세포 단층을 씻어낸 후 trypsin-EDTA를 첨가하

여 세포를 수집하 다. Annexin V-FITC(BD Pharmingen, 

CA, USA)를 50 μg/mL propidium iodide와 1:100 비율로 

혼합하여 세포를 암실에서 15분 염색한 후 FACSCalibur 

(Becton Dickinson)를 사용하여 flow cytometry 방법으로 

apoptotic cell 수를 측정하 다.

통계처리

본 실험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측정치는 mean±SD로 나

타내었고, 각 평균치간 차이에 한 유의성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9.2)을 이용하여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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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Opuntia 
humifusa (g/100 g)

Components
Opuntia humifusa

Fruit Seed Stem Root

Polyphenol
Flavonoid

4.49±0.131)b2)
1.31±0.00c

4.46±0.02b
1.20±0.00d

4.29±0.00c
2.59±0.00a

4.69±0.03a
1.66±0.00b

1)Values are mean±SD, n=3.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를 실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군의 평균

차이에 한 사후 검정을 하 으며, 통계  유의성을 5% 

수 에서 분석하 다.

결과  고찰

총 폴리페놀과 총 라보노이드 함량

천년 선인장의 과육, 종자, 기와 뿌리를 각각 메탄올로 

추출하고, 감압 건조하여 총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 함량

을 구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뿌리에서 4.69 g/100 g, 과육에서 4.49 g/100 g, 종자에

서 4.46 g/100 g 그리고 기에서 4.26 g/100 g이었으며, 각 

부 별 함량 차이는 유의 (p<0.05)으로 나타났다. Han 등

(10)의 보고에 의하면, 천년 선인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열매 3.14 g/100 g, 기 2.93 g/100 g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은 값을 보 는데, 이러한 차이는 재료와 추출방법에 기인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국내산 식물성식품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호두 2.06 g/100 g, 사과 0.12 g/100 g, 밤 속껍질 5.76 

g/100 g 정도의 수 이다. Lee 등(13)은 백년 선인장의 각 

부 별 총 폴리페놀 함량을 알아보기 해 추출용매인 메탄

올의 농도,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을 달리한 결과, 열매를 상

온에서 80% 메탄올을 용매로 하여 48시간 추출하 을 때 

최고의 함량을 얻었다고 하 고, 이때 열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4.976 mg/g이었는데, 이는 0.4976 g/100 g이므로 천

년 선인장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천년 선인장의 각 부 별 라보노이드 함량도 Table 

1에 나타내었듯이 함량이 가장 높은 부 는 기로, 2.59 

g/100 g의 수 이었고, 뿌리 1.66 g/100 g, 열매 1.31 g/100 

g 그리고 종자 1.20 g/100 g의 수 으로 유의 (p<0.05)인 

차이를 보 다. 특히 천년 선인장 기의 라보노이드 함

량은 Lee 등(13)이 보고한 백년 선인장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이었다. Boo 등(14)은 한국 재래종 여주의 라보노이드 

함량이 0.46 g/100 g 정도라고 보고하 는데, 이러한 결과들

과 비교해 볼 때 천년 선인장 열매의 메탄올 추출물은 라

보노이드 함량 한 총 폴리페놀 함량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 이라 할 수 있다.

유방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MCF-7 유방암 세포에 한 천년 선인장 열매의 추출물

에 한 항암효과측정은 MTT assay법을 이용하 다. 열매

의 핵산, 에틸아세테이트  물 추출물의 농도를 달리하여 

정상세포인 BJ에 한 세포독성과 MCF-7 유방암 세포에서

의 증식 억제효과를 확인하 다. 열매의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조군의 생존율을 100%로 표시하고, 3가지 용매에 

의한 추출물을 24시간 처리한 각 처리군의 생존율을 조군

에 한 상  생존율(%)로 나타내었다.

정상세포인 BJ에 한 세포독성은 Fig. 1에서와 같이 핵

산 추출물에서는 농도에 의존 으로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 으나,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에서는 오히려 500과 

1000 μg/mL의 농도에서 세포의 성장효과를 나타내었다. 특

히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의 1000 μg/mL 농도에서 156%의 

생존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물 추출물에서는 100과 

500 μg/mL의 농도에서 생존율이 다소 감소하 으나, 조

군과 통계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세포독성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매추출물의 유방암세포 MCF-7에 한 증식 억제효과

는 Fig. 2에서와 같이 핵산 추출물의 500과 1000 μg/mL 농도

Fig. 1. Growth inhibitory effects of water extracts of fruits 
from Opuntia humifusa  on the BJ cell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each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different treatments.

Fig. 2. Growth inhibitory effects of water extracts of fruits 
from Opuntia humifusa on the MCF-7 cells. Each bar repre-
sents the mean±SD (n=6).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each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differen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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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water extracts of 
fruits from Opuntia humifusa on the 
cell cycle of MCF-7 cells. Cellular 
DNA was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The percentages of phases of 
the cell cycle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values indicate the % 
of cells in the indicated phases of the 
cell cycle. Values with different super-
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among differen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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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water extracts of 
fruits from Opuntia humifusa on 
apoptotic cell numbers. Apoptotic cell 
death (right upper and right lower win-
dows) and nonapoptotic cell death (left 
upper window) were measured by pro-
pidium iodide/Annexin V-FITC stain-
ing and FACS-based quantification.

에서 53%로 강력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 지

만,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에서는 농도에 의존 으로 세포

의 증식이 진되는 결과를 보 다. 한 물 추출물에서는 

100, 500  1000 μg/mL의 모든 농도에서 통계 인 유의차

(p<0.05)를 보이며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 고, 특히 500과 1000 μg/mL에서는 억제율이 약 4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천년 선인장 열매를 용매의 극성도에 따라 분류한 핵산, 

에틸아세테이트  물 추출물이 정상세포인 BJ와 유방암세

포인 MCF-7의 세포증식에 미치는 결과로 비추어볼 때, 물 

추출물이 세포독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유방암세

포의 증식은 효과 으로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과 

동물의 항암효과를 내는 식물추출물들 에는 인삼 추출물

(15), 만병 (16), 마가목(17) 등이 있다. 이들의 항암효과는 

항산화효과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항산화효과의 

부분은 라보노이드 등을 포함하는 식물에서 유래된 페

놀계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틸아세테이트와 물 추출

물은 극성도가 다른 라보노이드류를 포함한다(18). 천년

선인장 열매 한 다량의 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항암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주기 분석

세포주기 분석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조직의 항상성은 

세포증식과 세포사멸인 apoptosis 사이의 균형에 의해서 조

되며(19), 세포증식, 세포주기 진행과 apoptosis의 균형이 

비정상 으로 이루어지면 암을 유발한다(20). 그러므로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주기의 진행을 지연시키면서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 인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21). 본 실험에서는 유방암세포인 MCF-7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정상세포인 BJ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세포독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효과 으로 유방

암세포의 증식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열매의 물 추

출물을 선정하여 세포주기 진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한 열매의 물 추출물이 MCF-7 세포주기의 어떤 단계

에 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열매의 물 추출물에 의해 sub-G1기 는 사멸하는 세포

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G1기의 세포는 열매추출물

을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18% 이상 유의 (p<0.05)

으로 증가하 다. 반면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S기와 G2/M기

의 세포는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물에 의해 감소하

다. Kim 등(22)은 유자와 탱자 과피의 에탄올 추출물을 100 

mg/mL 농도로 처리하 을 경우 유방암세포의 세포주기를 

지연시킨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비교하

을 때 미약한 효과로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물이 

유자와 탱자 과피 에탄올 추출물보다 유방암세포 억제효과

가 나타났다. 한 Einbond 등(23)은 승마의 에틸아세테이

트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유방암세포의 G1기의 세포를 12% 

증가시켜 G1 arrest를 유도하 다고 보고하 는데 이 한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물의 효과보다 낮은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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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MCF-7세포의 G1 arrest를 통해서 세포의 성장을 효과

으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그 효과는 다른 식물체

의 추출물보다 우수한 것이다. 

세포사멸 분석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물이 MCF-7의 세포사멸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Annexin-V-FITC를 사용하

여 flow cytometry 방법으로 세포사멸 기 단계에 있는 세

포수를 정량하 다.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을 100 μg 

/mL의 농도로 24시간 배양한 결과, 사멸된 세포 수는 조

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Fig. 4). 세포사멸 분석 결과는 의 세포주

기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sub-G1기 는 apoptosis의 수치

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Lee와 Kang(24)은 라보

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 블루베리가 MCF-7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물이 폴리페놀과 라보노이

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지만 MCF-7 유방암 세포의 apopto-

sis에 여하기보다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천년 선인장 열매의 총 폴리페놀과 라

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고, 열매의 추출물이 인간의 유방 

상피조직에서 유래한 암세포인 MCF-7의 증식과 세포사멸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천년 선인장 열매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은 약 4.49 g/100 g, 라보노이드 함량은 약 1.31 

g/100 g로 나타났다. 열매의 물 추출물 100과 500 μg/mL 

농도에서 정상세포인 BJ에 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으

면서 MCF-7 세포의 살아있는 세포수를 농도 의존 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 다. 한 세포배양액에 열매의 물 

추출물을 첨가한 경우, G1 arrest가 일어나 세포주기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apoptosis에는 향을 주지 않음이 확인되어 

천년 선인장 열매 물 추출물이 apoptosis보다는 G1 arrest

를 유도하여 유방암세포를 억제한다는 것을 규명하 다. 이

러한 결과들은 천년 선인장 열매의 물 추출물이 세포독성

에는 향을 주지 않으면서 유방암세포의 증식과 세포주기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 인 항암물질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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