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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잎 추출물의 in vitro 항산화 및 항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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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nd Anti-cancer Activities of
Squash (Cucurbita moschata Duch.) Leaf Extract In vitro

Youngeun Kwak and Jihyeung Ju*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nd anti-cancer activities of squash leaf extract (SLE)
in vitro.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levels of SLE were 263.4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 and 73.6 mg
quercetin equivalent/100 g, respectively. The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SLE at the concentration of 300 µg/mL was
69.4%. SLE significantly inhibited human cancer cell growth (by 60.6-87.9% in HCT116 colon cancer cells and by 73.4-
86.4% in H1299 lung cancer cells at the concentrations of 37.5, 75, and 150 µg/mL) and attachment (by 28.4% in
HCT116 and by 16.8% in H1299 at the concentration of 150 µg/mL). SLE also altered nucleus morphology and increased
nuclear staining intensity (by 42.8-58.2% in HCT116 and by 25.5-32.9% in H1299 at the concentrations of 37.5 and 75
µg/mL), indicating its apoptosis-inducing activit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antioxidant and anti-cancer activities of
SLE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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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박(Cucurbita spp.)은 딜레니아강, 박목, 박과에 속하는 일년

생의 덩굴성 식물로 열대 아메리카 지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의 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으며(1), 척박 토양

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 비교적 재배하기 쉬운 작물로 알려져 있

다(2). 호박은 크게 동양계 호박(Cucurbita moschata Duch.), 서양

계 호박(Cucurbita maxima Duch.), 페포계 호박(Cucurbita pepo

L.) 등으로 구분되는데(1),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호박은 대부분

동양계 호박으로(3) 애호박, 풋호박, 늙은 호박 등이 이에 속한다

(2). 호박은 주로 열매, 잎, 종자 등의 부위가 식용되고 있는데,

특히 열매 부위의 경우는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칼륨, 티

아민 등의 섭취를 위한 주요 급원으로 보고되었다(4). 호박의 잎

부위 또한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식용되고 있는데, 열매보다 그

섭취 빈도는 낮지만 칼슘의 함량은 약 6-45배 높다고 보고되었

다(5). Kim 등(6)의 연구에서는 호박의 과육, 과피, 씨 부위보다

잎 부위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radical 소거 활성, 환

원력, tyrosinase 활성 저해능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호박잎

의 기능성이 조명된 바 있다. 그러나 호박의 열매(7-12)나 씨(13-

18) 부위의 기능성에 비하여 잎 부위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여전

히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활성 산소는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에 의하여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산소 원자나 분자이다(19). 활성산소는 생체 내에서 정상

적인 생리작용의 과정 중에 발생되는데, 방사능, 오염물질, 바이

러스 등에 노출되거나 술, 담배, 약물,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성되기도 한다(19). 이렇게 생성된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항산화 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제거되지 못하면 산화스

트레스가 유발되어 심혈관계 질환, 퇴행성 질환, 암 등 다양한 질

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무한 증식하여 몸 전체로 퍼져 생

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20). 암은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21), 국내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2). 특히 대장암은 전세계적으

로나 국내에서 그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암이고, 폐암은 사망

률이 매우 높은 암이다(22-24). 암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데, 전체의 약 80-9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다(20).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식이

적인 요소에 의하여 예방할 수 있는 암은 전체의 약 3분의 1정

도이며, 특히 위암이나 결장암의 경우에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약 90%까지도 예방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호박잎(Cucurbita moschata Duch.) 추출물의 항

산화 성분 함량 및 활성을 측정하고, 이어서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는 호박잎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활성, apoptosis 유도활

성, 부착 억제활성 등의 항암 효과에 대하여 HCT116 인간 대장

암 세포주와 H1299 인간 폐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in vitro 수준

에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호박잎의 항암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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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호박잎 추출물 제조 및 수율 측정

본 연구에서는 충북 소재 대형마트에서 충남 예산이 생산지인

애호박(Cucurbita moschata Duch.)의 잎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호박잎은 잘게 잘라 −70oC 냉동고(DF8514, IlshinBioBase, Yangju,

Korea)에서 약 24시간 동안 보관한 후 동결건조(PH1316, Ilshin-

BioBase)하였다. 건조된 호박잎은 믹서(MU5300, TC Angel,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호박잎 시료 중량의 40배(w/v)의

80% 에탄올을 넣고 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시료

는 1500 rpm으로 원심분리(MF550, Hanil Science Industry, Seoul,

Korea)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항산화 성분 함량 분석 및 항산화

활성 측정에 이용하거나, 감압농축(NB-503CIR, N-biotek, Bucheon,

Korea) 후 dimethyl sulfoxide (DMSO; Biosesang Inc., Seong-

nam, Korea)에 녹여 암세포의 처리에 이용하였다. 호박잎 추출물

의 수율은 호박잎 시료의 건조 무게 대비 건조 추출물의 무게를

%(w/w)로 계산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증류수 150 µL에 7.5% Na2CO3 300 µL와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45 µL를

첨가한 후, 호박잎 추출물 45 µL를 넣고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

켰다. 이어 반응액을 10,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

액을 취하여 plate reader (Imark,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65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

질로는 gall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였고 이로부터 얻은

표준검량곡선을 이용하여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 dried leaf)을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호박잎 추출물과 AlCl3 (20 mg/mL)를

동량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 반응 시킨 후 plate reader (Bio-Rad

Laboratories)를 이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로는 quercetin (Sigma-Aldrich)을 이용하였고 이로부터 얻은

표준검량곡선을 이용하여 시료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mg

quercetin equivalent/100 g dried leaf)을 산출하였다.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호박잎의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7.4 mM 2.2-azino-

bis(3-ethylbenzthiazline-6-sulfonic acid)diammonium salt (ABTS;

Sigma-Aldrich)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 (Kanto Chemical

Co. Inc., Tokyo, Japan)를 혼합하고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radical

을 형성시켰다. ABTS radical 용액 1 mL과 호박잎 추출물(300 µg/

mL) 1 mL을 혼합하고 실온에서 20분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대조구 흡광도−시료 흡광도)/대조구 흡광도}×100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호박잎 추출물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

(300 µg/mL)의 L-ascorbic acid (Samchun Chemical Co., Pyeong-

taek, Korea)의 ABTS radical 소거 활성 또한 측정하여 호박잎 추

출물의 활성과 비교하였다.

암세포 배양 및 호박잎 추출물 처리

본 연구에서 이용한 HCT116 인간 대장암 세포주와 H1299 인

간 폐암 세포주는 한국 세포주 은행(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

다. HCT116 세포와 H1299 세포는 McCoy’s 5A (Gibco, Rockville,

MD, USA) 배지와 RPMI1640 (Welgene Inc., Daegu, Korea) 배

지를 각각 이용하여 10% FBS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 및 1% penicillin-streptomycin (Welgene

Inc.)을 첨가한 후 배양(37oC, 95% 습도, 5% CO2)하였다. 호박잎

추출물은 DMSO에 녹여 750 µg/mL 농도로 제조하였고 실험 직

전에 배지를 이용하여 희석한 후 세포에 처리하였다. 이 때 사용

한 배지는 실험 종류에 따라 달리하였는데, 세포 부착 측정 시에

는 세포를 배양할 때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배지를 이용하였

고, 세포 형태, 증식, apoptosis 측정 시에는 FBS를 첨가하지 않

은 배지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세포에 처리되는 DMSO 농도

는 예비 실험을 통하여 세포 생존 정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

인하였던 0.4%(v/v)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암세포 형태 관찰 및 증식 측정

HCT116와 H1299 세포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세포배양용

12-well plate (Corning Inc., New York, NY, USA)에 9×103

cells/well와 8×103 cells/well을 각각 분주하였다. 24시간 후 세포에

호박잎 추출물 시료(37.5 또는 75 µg/mL)를 함유한 배지를 24시

간 또는 48시간 동안 처리하고 위상차 현미경(X100; Primo Vert,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을 이용하여 세포 형태를 관찰

하였다.

호박잎 추출물의 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포 배양용 96-well plate (Corning Inc.)에 HCT116 또는 H1299

세포(5×103 cell/well)를 분주하고, 24시간 후 37.5, 75, 150 µg/mL

농도의 호박잎 추출물을 함유한 배지를 이용하여 72시간 또는 96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0.5 mg/mL의 3-(4,5-dimethylthiazol-2-

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Aldrich)를 함

유한 배지로 갈아주고 4시간 동안 37oC에서 incubation 하였으며,

환원된 formazan dye는 배지를 제거한 후 DMSO를 첨가하여 녹

여내었다. 이어 plate reader (Bio-Rad Laboratories)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호박잎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의

생존 정도는 대조구의 생존 정도에 대비하여 %로 나타내었다.

암세포의 apoptosis 관찰

호박잎 추출물의 암세포 apoptotsis 유도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chamber slide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에 HCT116 세포

(7×103 cells/well)와 H1299 세포(6×103 cells/well)를 각각 분주하였

다. 24시간 후 부착된 세포에 호박잎 추출물 시료(37.5 또는 75

µg/mL)를 함유한 배지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PBS로

세척하고 4% formaldehyde (Sigma-Aldrich)로 실온에서 15분간 고

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는 mounting solution이 함유되어 있는 4,6-

diamidino-2-phenylindole (DAPI; Sigma-Aldrich) 용액을 첨가한 후

cover glass (Knittel Glaser, Braunschweig, Germany)를 덮어 con-

focal microscope (X200; MRC-1024, Bio-Rad Laboratories)에서

핵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세포 중 그 핵이 응축되어 크기가 작고

조각이 나 있거나 막 투과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DAPI

에 의한 핵 염색이 진하게 되었을 때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로

판단하였다. DAPI 염색 강도는 ImageJ 프로그램(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ockville, MD, USA)을 이용하여 각 군 당 무작위로

10개의 세포를 선택한 후 세포에 일정한 크기의 틀을 지정한 후

측정하였다. 호박잎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의 DAPI 염색 강도는

대조구의 DAPI 염색 강도 대비 %로 나타내었다.

암세포의 부착 측정

호박잎 추출물의 암세포 부착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세

포 배양용 96-well plate (Corning Inc.)에 HCT116 또는 H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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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104 cell/well)를 분주하였다. 이때 37.5, 75, 150 µg/mL 농도

의 호박잎 추출물을 함유한 배지를 세포 분주와 동시에 처리하

고 18시간 후 0.5 mg/mL의 MTT (Sigma-Aldrich)를 함유한 배지

로 갈아주었다. 4시간 동안 37oC에서 incubation 후 배지는 제거

하고 환원된 formazan dye는 DMSO를 첨가하여 녹여내었다. 이

어 plate reader (Bio-Rad Laboratories)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고, 호박잎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의 부착 정도는

대조구의 부착 정도 대비 %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모든 결과값은 mean±SE로 나타내었다. 처

리된 호박잎 추출물 농도에 따른 암세포 증식 정도, DAPI에 의

한 핵 염색 강도, 암세포 부착 정도의 차이는 one-way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p<0.05일 때 사후 분석으로 Tukey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HCT116 세포와 HT1299 세포에서 나타난

활성의 차이는 two-tailed t-test를 실시하여 p<0.05 일 때 유의적

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포 증식 및 부착 억제 활성이 호박잎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이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형 및 곡선

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p<0.05일 때 유의적으로 농도 의존적

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산화 성분 함량 및 radical 소거 활성

본 연구에 사용된 호박잎 추출물의 추출 수율, 항산화 성분 함

량 및 활성은 Table 1과 같다. 동결건조한 호박잎을 80% 에탄올

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의 수율은 7.2%였다. 이는 Kim 등의 연

구(6)에서 보고된 호박잎 추출물의 수율인 8.6%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시료 무게 대비 추출 용매의 용

량, 추출 시간, 추출 용매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이어서 호박잎 추출물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

노이드의 함량과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폴리페놀은 식

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있고 항산화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

성을 가진 물질이며, 플라보노이드는 페놀 화합물에 속하면서 C6-

C3-C6의 기본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의 총칭이다(25). 본 연구 결

과, 호박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63.4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과 73.6 mg quercetin equivalent/

100 g이었다. 이와 같은 총 폴리페놀 함량은 농촌진흥청에서 보

고한 함량(131.0 mg tannic acid equivalent/100 g; 26)보다는 높았

으나, Kim 등의 연구(6) 결과(2962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농촌진흥청에서 보고한 함량(194.5 mg rutin

equivalent/100 g; 26)이나 Kim 등의 연구(6) 결과(1891 mg querce-

tin equivalent/100 g)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총 폴리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차이는 각 연구마다 이용된 호박잎

의 종류, 재배 조건, 수확 시기, 추출 조건, 표준물질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의 연구(27)에서 13종의

쌈채소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약 194.4-1194.7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약 11.58-

232.8 mg quercetin equivalent/100 g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

구에서 측정된 호박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상추, 박채 등과 비

슷한 수준이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상추 등과 비슷한 수

준이었다.

호박잎 추출물(300 µg/mL)의 ABTS radical 소거활성(Table 1)은

69.4%로, 같은 농도의 L-ascorbic acid 활성(94.5%)의 약 73%에

해당되었다. 이는 호박잎 추출물(2.5-40 mg/mL)의 radical 소거 활

성을 21-43%로 보고하였던 Cha의 연구(28) 결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암세포 형태 변화

호박잎 추출물 처리에 따른 암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한 결

과는 Fig. 1과 같다. 호박잎 추출물이 처리되지 않은 HCT116 대

장암 세포와 H1299 폐암 세포는 48시간 시점까지 각각의 세포

특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잘 부착된 상태로 증식하고 있는 것

이 관찰되었다. 반면 호박잎 추출물(37.5 또는 75 µg/mL)이 24시

간 처리된 세포의 경우 호박잎 추출물이 처리되지 않은 대조구

세포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부착하여 생존하고 있는 세포

의 수는 적었고, 죽어서 배지에 떠 있는 세포의 수는 많았다. 또

한 이와 같은 현상은 48시간 시점에서 더욱 두드러져, 호박잎 추

출물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암세포의 형태 변화의 정도가 커지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호박잎 추출물의 암세

포 증식 억제, 사멸 촉진, 부착 억제 등의 활성을 제시하는 것으

로 판단되어, 각각의 활성에 대해 개별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

정상세포와 다른 암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제한적 증

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박잎 추출물의 in vitro 항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을 HCT116

대장암 및 H1299 폐암 세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는 Fig. 2와 같다. HCT116 세포와 HT1299 세포를 37.5, 75,

150 µg/mL 농도의 호박잎 추출물로 72시간 또는 96시간 동안으

로 처리하였을 때, 모든 처리 농도 및 시점에서 유의적인 세포

증식 억제 활성을 보였다(60.6-87.9%, p<0.05). 이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호박잎 추출물의 증식 억제 활성은 높은

농도로 갈수록 활성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2차 곡선 유형의

농도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84, p<0.001). 한편

호박잎 추출물의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

제하는 효과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HCT116 세

Table 1. Antioxidant levels and activities of squash leaf extract

Yield (%)1) Total polyphenols
(mg GAE/100 g dried leaf)2)

Total flavonoids
(mg QE/100 g dried leaf)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3) 
(%)

Squash leaves 7.2 263.4±7.54) 73.6±10.3 69.4±0.7

L-ascorbic acid - - - 94.5±0.4

1)Extract (g)/dried leaf (g)
2)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are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s (GAE) and quercetin equivalent (QE), respectively.
3)Same concentrations of squash leaf extract and L-ascorbic acid (300 µg/mL) were used.
4)Each value is mean±SE of ≥3 determinations, except for the extrac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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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75 µg/mL 또는 150 µg/mL 농도의 호박잎 추출물이 96시

간 시점에서 보인 증식 억제 활성은 72시간 시점에서 보인 활성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호박잎 추출물이 H1299 세포에

서 보인 증식 억제 활성은 HCT116 세포에서 보인 증식 억제 활

성보다 72시간 시점에서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73.4-81.0%

in H1299 versus 60.6-70.8% in HCT116), 92시간 시점에서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82.0-86.4% in H1299 versus 71.5-87.9% in

HCT116). 이와 같은 호박잎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은

250-500 µg/mL 농도의 고추잎 메탄올 추출물(29), 콩다닥냉이잎

열수 추출물(30), 당근 메탄올 추출물(31) 등이 48-96 시간 동안

처리되었을 때 보인 HCT116 또는 H1299 세포 증식 억제 활성

(약 12-40%)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250-500 µg/mL 농도의 고추잎

아세톤 추출물(29)이 보인 HCT116 세포 증식 억제 활성(약 70-

92%)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암세포 apoptosis 유도 활성

정상세포는 일정 정도 분열한 다음 apoptosis라고 하는 엄격히

조절되는 세포자살 프로그램에 의해 사멸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결함이 있는 세포가 축적되는 것이 방지된

다(20). 그러나 암세포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결함이 일어나도

apoptosis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되어 결함이

있는 세포가 잘 사멸되지 않고 증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20). 본 연구에서는 호박잎 추출물의 암세포

apoptosis 유도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핵산에 특이적으로 결합

하는 형광물질인 DAPI를 이용하여 세포의 핵을 염색한 다음, 형

광현미경으로 핵의 형태 및 염색 강도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호박잎 추출물이 처리되지 않은 HCT116

및 H1299 세포에서는 본래 세포의 핵 형태가 잘 유지되면서 약

한 DAPI 염색 강도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75 µg/

mL 농도의 호박잎 추출물이 24시간 동안 처리된 HCT116와

H1299 세포의 핵은 응축되어 그 크기가 작아진 것이 관찰되었

고, 특히 75 µg/mL 농도의 추출물이 처리된 H1299 세포의 핵 중

에는 조각이 난 경우도 있음이 관찰되었다. DAPI 염색 강도 또

한 37.5와 75 µg/mL 농도의 호박잎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에서 모

Fig. 1. Morphological changes of HCT116 colon cancer and H1299 lung cancer cells by squash leaf extract. HCT116 (A) and H1299 (B)
cells were treated with squash leaf extract at the concentrations of 37.5 and 75 µg/mL for 24 h and 48 h. Control cells were treated with DMSO
at the same concentration used for the treatment of squash leaf extracts.

Fig. 2. Inhibitory activities of squash leaf extract on cell growth in HCT116 and H1299 cells. HCT116 (A) and H1299 (B) cells were treated
with squash leaf extract at the concentrations of 37.5, 75, and 150 µg/mL for 72 h and 96 h. All values are presented as % of DMSO-treated
control in the mean±SE of ≥4 determinations. Different letters (a-c)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different concentrations at a respective
time point (p<0.05 by ANOVA followed by Tukey test). **: Statistical difference of growth-inhibitory activities of squash leaf extract at two
different time points (p<0.01 by two-tailed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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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의적으로 증가(HCT116 세포에서 대조구 대비 약 142.8-

158.2% 수준, H1299 세포에서 대조구 대비 약 125.5-132.9% 수

준, p<0.05)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호박잎 추출물은

HCT116와 H1299 세포에서 apoptosis를 유도하는 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apoptosis 유도 활성은 증식 억제 활성보

다 이른 시점(24시간)에서 관찰되었으므로, 호박잎 추출물의 증

식 억제 활성은 부분적으로나마 apoptosis 유도 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호박잎 추출물이 나타내는 apoptosis 유도

효과의 정확한 작용기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암세포 부착 억제 활성

암세포는 정상세포 혹은 양성 종양세포와는 달리 본래 생성된

조직을 벗어나 주변 조직으로 침윤한 후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면서 전이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20). 이러한 침윤과 전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

서 일차적으로 수반되는 현상 중 하나가 세포의 부착력 변화이

다(20). 침윤 단계에서의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하여 세포와 세

포 간의 부착력은 감소하여 상호 결합력이 떨어지지만, 세포와

세포 외 기질 물질 간의 부착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세포배양용 dish 바닥에 부착되는

Fig. 3. Apoptosis-inducing activities of squash leaf extract in HCT116 and H1299 cells. HCT116 (A) and H1299 (B) cells were treated with
squash leaf extract at the concentrations of 37.5 and 75 µg/mL for 24 h. Representative area of cells in each treatment was shown in the upper
panel. DAPI staining intensity was quantified in randomly selected 10 cells and then presented in the lower panel (as % of DMSO-treated
control in the mean±SE). Different letters (a-c)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different concentrations (p<0.05 by ANOVA followed by
Tukey test).

Fig. 4. Inhibitory activities of squash leaf extract on cell attachment in HCT116 and H1299 cells. HCT116 (A) and H1299 (B) cells in
squash leaf extract-containing medium were plated and then harvested for 18 h. All values are presented as % of DMSO-treated control in the
mean±SE of 8 determinations. Different letters (a-c) mean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different concentrations (p<0.05 by ANOVA followed
by Tuk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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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호박잎 추출물이 억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HCT116 세포에서는 75 µg/mL 또는

150 µg/mL 농도의 호박잎 추출물 처리에 의하여 12.3-28.4%의 부

착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H1299 세포에서는 150 µg/mL 농도의

호박잎 추출물 처리에 의한 16.8%의 부착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p<0.05). 이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HCT116 세포에서 나타

난 호박잎 추출물의 증식 억제 활성은 선형의 농도 의존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2=0.63, p<0.001). 이와 같은 호박잎 추출물

의 암세포 부착 억제 활성은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60.6-87.9%)

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호박잎 추출물이 어떠한 기

전으로 암세포의 부착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호박잎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 radical 소거활성 등과 같은 항산화성과, 암세포 증

식억제 활성, 사멸유도 활성, 부착억제 활성 등과 같은 항암성을

in vitro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호박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63.4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73.6 mg

quercetin equivalent/100 g으로 측정되었다. 호박잎 추출물은 300

µg/mL 농도에서 69.4%의 ABTS radical 소거 활성이 있었는데,

이는 호박잎 추출물과 같은 농도에서의 L-ascorbic acid 활성

(94.5%)의 73.4%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한편 호박잎 추출물은

37.5, 75, 150 µg/mL 농도에서 HCT116 대장암 세포와 H1299 폐

암 세포의 증식을 60.6-87.9% 억제하는 농도 의존적 활성이 있

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apoptosis를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호박잎 추출물은 150 µg/mL 농도에서 HCT116 세

포와 H1299 세포의 부착을 16.8-28.4% 억제하는 활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호박잎 추출물은 in vitro 수준에서 항산화

성 및 항암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

후 관련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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