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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hull, bran, and flou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r in tartary buckwheats than in common buckwheats, which was related to high rutin levels. In
particular, the highest rutin content was detected in the bran fraction.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artary buckwheats were higher than those of common buckwheats, especially in bran. Cellular antioxidant activity of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was more pronounced than that of common buckwheat in both Caco-2 and Raw 264.7
cells, demonstrating the higher cellular antioxidant effect of tartary buckwheat bran. The cytotoxic effect of both common
and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on cell proliferation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rtary
buckwheat bran may have much potential for usefulness in protective and therapeutic antioxida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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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메밀(Fagopyrum esculentum)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

본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0여종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유럽,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빵, 스파게티, 마카로니의 형태

로, 일본에서는 국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막국수, 메밀 부침,

메밀묵 등의 주원료로 소비되고 있다(Bonafaccia 등, 2003; Kang,

2014). 메밀은 생육 기간이 60-80일로 짧고 서늘한 기후에서 재

배되며, 척박한 토양조건에서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한 특성이

있어 많은 양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Choi 등, 1996).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지역과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재배되는 메밀은 일반 메밀(Fagopyrum

esculentum)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무기질, 바이타민, 폴리페놀 등

이 풍부하여 다양한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다(Al-Snafi, 2017; Kim

등, 2006; Suvorova와 Zhou, 2018). 특히 메밀에 다량 존재하는

폴리페놀 성분인 루틴(rutin, quercetin-3-rutinoside)의 생리활성이

메밀의 기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제시되었다(Fabjan

등, 2003; Morishita 등, 2007).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메

밀은 항산화, 항염, 항암, 항혈전 효과에 의해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비만 등 다양한 질병예방과 치료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 등, 1995; Ishii 등, 2008; Kim 등

2017; Park 등, 2005a). 한편 루틴은 가공과정에서 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즉 수용액에서 가열처리 시 메밀 씨

앗에 존재하는 루틴 분해 효소(rutin 3-glucosidase)의 작용으로

퀘세틴(quercetin)으로 분해되어 쓴맛을 나타내게 되고, 이는 궁

극적으로 기호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루틴의 손실을 초래하

게 된다(Cho와 Lee, 2015; Makris와 Rossiter, 2000; Vogrincic

등, 2010).

타타리 메밀이라 불리는 쓴 메밀(Fagopyrum tatarium)은 티벳,

중국, 네팔 등지의 서늘한 기후와 척박한 토양의 산악지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나, 건강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쓴 메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쓴 메밀의 경우 주된 기능성 성

분인 루틴 함량이 일반 메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총 페놀 및 총 플라보이드 함량이 일반 메밀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과 Kim, 2005; Park 등, 2005a).

그러나 쓴 메밀에 다량 존재하는 루틴이 열처리나 가공과정에서

퀘세틴으로 분해되어 쌉쌀한 쓴맛을 보유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기호도 및 대중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Park 등, 2005b) 일반

메밀과 쓴 메밀의 기능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메밀과 쓴 메밀 추출물의 항산화 기

능성을 시험관과 세포수준에서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메밀

제분 분획(겉껍질: hull, 겨: bran, 가루: flour)에 따른 기능성을 비

교연구하여 항산화 기능성을 향상시킨 메밀 소재개발에 활용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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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제분 분획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 메밀과 쓴 메밀은 2017년에 수확되었

으며 (주)봉평농원(Gangwo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메밀은 실

험실용 분쇄기(HMF-3150S, Hanil Electric, Seoul, Korea)를 사용

하여 분쇄 후 40 및 100 메시 체를 사용하여 3개 분획(>40 메시:

겉껍질, 40-100 메시: 겨, <100 메시: 가루)으로 분리하였다. 그

후 플라스틱 백에 넣어 냉장보관하면서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 메밀과 쓴 메밀 추출물 제조

일반 메밀과 쓴 메밀의 제분 분획(겉껍질, 겨, 가루) 각각 10 g

에 70% 에탄올(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yeongtaek,

Korea) 200 mL을 가한 뒤 40οC에서 30분간 초음파 추출(Bransonic

5800, Branson Ultrasonics, Danbury, CT, USA) 후 4οC에서 원심

분리하여(14,000×g, 20분) 얻은 상층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Cho

와 Lee, 2015).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추출물 중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Appel 등, 2001)

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물 80 µL에 50% Folin-Ciocalteu 시약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20 µL를 가하여 암소에서

5분간 방치 한 후 2% 탄산소듐(Na2CO3,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100 µL를 가하였다. 3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 후에

microplate 판독기(SpectraMax® M3, Molecular Devices, Sunny-

vale, CA, US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타닌산(Sigma-Aldrich)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얻은 표준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1999)의 변형된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추출물 50 µL에 5% 아질산소듐 (Sigma-Aldrich)

30 µL를 가한 다음, 5분 후 2% AlCl3·6H2O (Sigma-Aldrich)

60 µL를 첨가하여 암소에서 6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1 N 수산화

소듐 (Duksan pure chemicals Co., Ltd., Ansan, Korea) 100 µL를

첨가하여 11분간 반응시킨 뒤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olecular Devices).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카데킨 (ENZO

Life Sciences, Farmingdale, NY, USA)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얻

은 표준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루틴 및 퀘세틴 함량 측정

제분 분획 별 추출물 내 루틴 및 퀘세틴의 함량은 diode-array

검출기를 장착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gilent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으며, 각 추출물

은 syringe filter (pore size: 0.45 µm, Advantec®, Toyo Roshi

Kaic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한 뒤 HPLC 분석에 사용하였

다. 분석조건은 SupelcosilTM LC-18 (250 mm×4.6 mm i.d., 5 µm,

Supelco Inc., Bellefonte, PA, USA) 칼럼을 사용하여 유속은 1

mL/min, 주입부피는 20 µL로 하였고, 이동상은 메탄올(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 Siheung, Korea), 아세토나이트릴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2.5% 아세트산(JT Baker,

Phillipsburg, NJ, USA)을 1:2:7 (v/v/v) 비율로 혼합한 용매를 사

용하여 3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Sigma-Aldrich)를 이용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측정은 다음과 같

이 진행하였다(Lee 등, 2009; Lee 등, 2015). 10 mM ABTS와 10

mM 과망간산포타슘(potassium persulfate)을 7.4:2.6 (v/v)의 비율

로 혼합한 후 37οC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ABTS 라디

칼을 형성하고 인산완충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734 nm에서 0.650±0.020의 흡광도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각 추

출물 50 µL에 희석한 ABTS 라디칼 용액 150 µL를 가하여 상온

의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Molecular Devices). 또한 2,2-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lfa Aesar, Wardhill, MA, USA) 라디칼의 제거 활성을 통해 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Lee 등, 2009). 즉 메탄올을 사

용하여 600 µM의 DPPH 용액을 제조한 뒤, 80% (v/v) 메탄올을

이용하여 517 nm에서 0.65±0.02의 흡광도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각 추출물 100 µL와 희석한 DPPH 용액 100 µL을 혼합하여 암소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에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olecular Devices). 각 추출물의 항산화력은 엘아스코브산(바이

타민 C, Samchun pure chemical Co., Ltd.)에 해당하는 항산화력

으로 나타내었다.

세포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관상피세포인 Caco-2 세포와 대식세포

인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Caco-2 세포와 Raw

264.7 세포는 각각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Welgene

Inc., Gyeongsan, Korea)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Inc.)에서 배양하였으며, 각 배지에는 10% 열

불활성화 소태아혈청(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페니실

린(100 units/mL) 및 스트렙토마이신(100 µg/mL)을 첨가하여 5%

CO2, 37οC 조건의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항산화 효과

세포 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측정은 세포

막 투과성 2',7'-dichlorofluoroescein diacetate (H2DCFDA; Molecu-

lar Probes Inc., Eugene, OR,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세

포주를 1×104 cells/100 µL로 배양한 후 산화스트레스 유발을 위

해 Caco-2 세포와 Raw 264.7 세포에 각각 200과 600 µM의 과산

화수소(hydrogen peroxide, Sigma-Aldrich)를 처리하였다. 이때 산

화스트레스 예방과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1시간 추

출물 처리 후 3시간 과산화수소 처리, 2) 3시간 과산화수소 처리

후 21시간 추출물 처리의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였다. 총 24

시간 동안 처리 후 각 well에 20 µM H2DCFDA 100 µL을 첨가

하여 3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 뒤 다이메틸 설폭사이드(Sigma-

Aldrich) 100 µL 첨가하여 들뜸 파장 485 nm와 방출 파장 535

nm에서 형광을 측정하였다(Molecular Devices). 또한 항산화 활성

을 비교하기 위하여 양성대조군으로 루틴(Alfa aesar), 퀘세틴

(Sigma-Aldrich), 루틴과 퀘세틴 혼합물, 엘아스코브산(Samchun

pure chemical Co., Ltd.)을 이용하였으며, 루틴, 퀘세틴 및 루틴과

퀘세틴 혼합물 함량은 쓴 메밀 겨에서의 함량과 동일하게 조절

하였다. 엘아스코브산은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100 µg/mL

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세포독성

추출물의 Caco-2 세포와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은 3-(4,5-

dimethyl 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Duchefa

Biochemie, Haarlem, Netherland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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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를 1×104 cells/100 µL로 배양한 후 각각의 추출물을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PBS에 녹인 MTT 시약을 10 µL씩 첨가

하고 4시간 동안 배양한 뒤 0.01 M 염산 200 µL와 10% 도데실

황산소듐 20 mL을 혼합한 용액 100 µL를 첨가하여, 다음날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Molecular Devices).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AS 프로

그램(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

여 one-way ANOVA 분석 후 투키 검정(Tukey’s test)을 이용하여

시험군과 대조군과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의 총량을 일반 메밀과 쓴 메

밀의 제분 분획 별 에탄올 추출물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총 폴

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모두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 추

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특히 겨

분획에서의 함량이 월등히 높게 분석되었다(Fig. 1). 이러한 결과

는 항산화 성분이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에 다량 존재함을 제시

한다. 식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계 화합물은 Fenton 반응에 관여

하는 철(Fe) 등과 복합체를 형성하고, 구리(Cu)와의 상호작용, 또

는 거대 분자와 결합 등의 메커니즘에 의해 항산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ron과 Brumaghim, 2009).

루틴 및 퀘세틴 함량

일반 메밀과 쓴 메밀 제분 분획 별 추출물에서 주된 기능성

성분인 루틴과 퀘세틴 함량을 HPLC로 분석한 결과, 일반 메밀

과 쓴 메밀 모두 겨 분획에서 가장 많은 루틴과 퀘세틴 성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겉껍질과 가루 분획에서는 극히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 특히 일반 메밀과 쓴

메밀의 항산화 성분을 비교해보면, 쓴 메밀의 겉껍질, 겨, 가루

분획에서 일반 메밀보다 루틴 함량이 각각 24.7, 56.7, 29배 높았

고, 퀘세틴은 일반 메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쓴 메밀, 특히

겨 분획에서 다량 검출되었다. 쓴 메밀에서 루틴과 퀘세틴 함량

을 비교해보면, 루틴 함량이 퀘세틴보다 겉껍질, 겨, 가루 분획에

서 각각 18.5, 4.6,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결과(Fig. 1)와 일치하

는 경향이다. 또한 쓴 메밀에서 루틴 함량이 일반 메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Park 등, 2005a). 즉 항산화

성분 분석 결과,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에서 항산화 성분 함량이

월등히 높게 분석되었으며, 메밀에서의 항산화 성분은 주로 높은

루틴 함량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분 분획 별 추출물

에서 루틴 분해 효소의 작용으로 루틴이 일부 분해되어 퀘세틴

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70% 에탄올을 이용한 추출과

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열수에 의한 추출보다는 루틴의 안

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Cho와 Lee, 2015; Ravber 등, 2016).

항산화 활성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능 방법으로 시험관 수준에서 항

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는데, 과망간산포타슘에 의해 생성된 ABTS

라디칼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청록색이

감소되는 원리와 보라색의 안정한 DPPH 자유 라디칼이 항산화

물질의 작용으로 소거되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에서 라디칼 제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겨 분획에서의 활성이 월등히 높았다(Fig. 3).

한편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용하는 가루 분획에서의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쓴

메밀의 80% 에탄올 추출물이 일반 메밀 추출물보다 ABTS 및

DPPH 라디칼 제거능이 높고, 이는 쓴 메밀의 높은 항산화 성분

함량과 관련이 있음이 제시된 바 있으며(Yoon 등, 2012), 본 연

구결과는 메밀의 항산화력이 주로 겨 분획에서 기인함을 제시한다.

세포 항산화 효과

세포 내 ROS는 H2DCFDA가 세포 내로 투과된 후 에스터가수

분해효소에 의해 아세틸기가 유리되어 세포 내 ROS와 반응하면

서 형성하는 2',7'-dichlorofluoroescein (DCF)의 형광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세포 수준에서의 항산화 효과를 장관상피세포 Caco-

2와 대식세포 Raw 264.7에서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활성산소 유

발 물질로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였고, 산화스트레스 예방과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 추출물 처리 후 산화스트레스 유발,

2) 산화스트레스 유발 후 추출물 처리의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

하였다. 또한 메밀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항산화

활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루틴, 퀘세틴, 루틴과 퀘세

틴 혼합물 및 엘아스코브산을 양성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양성대조군으로서 루틴은 쓴메밀 겨 분획에서의 함량과 동일하

게 조절하였고(Fig. 2A), 루틴과 퀘세틴 혼합물은 쓴메밀 겨 추

출과정에서 루틴 일부가 퀘세틴으로 분해된 양까지 포함하였으

며(Fig. 2), 퀘세틴은 가공이나 조리과정에서 루틴이 퀘세틴으로

Fig. 1. Total polyphenol (A) and total flavonoid (B)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A,B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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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분해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루틴과 동일한 함량으로 항산

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두 세포주 모두에서 일반 메밀과 쓴 메밀에 의한 항산화 효과

가 확연히 나타났으며, 일반 메밀 대비 쓴 메밀에서의 효과가 유

의적으로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 메밀 제분 분획

별로 효과를 비교해 보면 일반 메밀의 경우 분획에 따른 항산화

효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난 반면, 쓴 메밀의 경우

겨 분획에서의 항산화 효과가 두 세포주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탁

월하게 관찰되었다(p<0.05). 특히 쓴 메밀 겨 분획에서의 항산화

활성은 양성대조군 루틴 및 퀘세틴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활성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엘아스코브산 대비 항산화력

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쓴 메밀의 항산화 활성

이 주로 겨 분획의 루틴 함량에서 기인함을 보여주며 가열 가공

이나 조리 시 퀘세틴으로 분해되더라도 유사한 기능성을 보유함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세포에서의 결과는 아니지만 시험

관 수준에서 메밀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olasova 등, 2002; Hwang 등, 2006; Yoon 등, 2012).

메밀의 식용 부위인 가루 분획에서의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p<0.05)

으로 나타났지만 겨 분획 대비 효과가 낮아 메밀 겨 분획의 기

능성 소재로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 한편 제분

분획 별 메밀추출물을 과산화수소보다 선처리, 후처리 한 결과

모두에서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메밀 추출물이 항산

화 물질로서 예방과 치료 효과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한다.

세포독성

일반 메밀과 쓴 메밀 제분 분획 별 추출물에 대한 세포성장 저

해효과를 Caco-2 세포와 Raw 264.7 세포에서 확인한 결과, 대조군

대비 제분 분획 별 추출물에 의한 세포성장 저해 효과가 유의적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p>0.05)(Fig. 5). 이는 메밀 제분 분획 별 추출

물이 세포성장 저해에 미치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

포 독성이 낮음을 제시하며 일반 메밀 및 쓴 메밀 추출물이 세포

성장 저해를 유발하지 않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Yoon 등, 201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일반 메밀과 쓴 메밀의 제분 분획 별(겉껍질, 겨,

가루)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항산화 활성

을 시험관과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에서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월등히 높았으

며, 항산화 물질로 주된 성분은 루틴으로 확인되었고, 에탄올 추

출과정에서 루틴이 퀘세틴으로 일부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식용 부위인 가루 분획보다 겨 분획에서의 항산화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겨 분획의 항산화 기능성 소재로 개발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시험관 및 세포수준에서 항산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에서의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

으로 높았으며, 특히 쓴 메밀 겨 분획의 항산화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밀 추출물을 산화스트레스 유발 전, 후 처리한 경우 모

두에서 항산화 활성이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 메밀 추출물의 산

화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 효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Fig. 3. ABTS (A) and DPPH (B)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A,B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at p<0.05.

Fig. 2. Rutin (A) and quercetin (B)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A,B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at p<0.05. ND: not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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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on intracellular ROS scavenging

activity in Caco-2 (A, B) and Raw 264.7 (C, D) cells. ROS was induced by H2O2 treatment with cells for 3 h after (A, C) and before (B, D)
ethanol extract treatment for 21 h. A,B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mon and tartary buckwheats at p<0.05. a-hSignificant difference among
H2O2-treated control and ethanol extract-treated samples a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untreated control at p<0.05.

Fig. 5. Effect of 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common and tartary buckwheat milling fractions on cell proliferation of Caco-2 (A) and

Raw 264.7 (B) cells after incubation for 24 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untreated control and ethanol extract-treated
sampl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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