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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빈도 사용 천연첨가물의 사용량 및 섭취량 기반 세포독성 연구

유 진1·김예현1·최수진1,
*

1서울여자대학교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식품공학전공

Usage- and daily intake-based cytotoxicity study of
frequently used natural food additives in South Korea

Jin Yu1, Ye-Hyun Kim1, and Soo-Jin Choi1,*

1Division of Applied Food System, Major of Food Science & Techn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Natural food additives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lternatives to synthetic additives. However,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regarding their potential toxicity. In this study, we evaluated ten different natural food additives
that are widely used in commercial foods in South Korea based on their actual usage level and daily intake. The results
showed that none of the tested natural additives exhibited cytotoxicity in terms of inhibition of cell proliferation/viability
and lactate dehydrogenase leakage. Additionally, the tested natural food additives did not generate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hereas they significantly decreased intracellular ROS levels produced by hydrogen peroxide.
Moreover, none of the tested natural additives affected cell proliferation and viability in 2D and 3D intestinal epithelium
models. Taken together, the ten natural food additives did not exhibit cytotoxicity in their actual usage levels. These
findings can be used to further assess the toxicity of natural food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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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첨가물은 직·간접적으로 식품의 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첨가되

는 물질을 의미한다(FDA, 2019; Lee 등, 2016).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을 식품의 제조·가

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

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한다(MFDS, 2020a). 세

계적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생산됨에 따라 식품첨가

물 시장의 규모도 함께 증가해왔는데, BCC 리서치(BCC research)

는 식품첨가물의 세계 시장규모가 2016년 367억달러에서 2021년

433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CC research, 2016).

국내에서도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식품첨가물

이 지속적으로 사용 및 생산되어왔다(Kim, 1990).

국내에서 식품첨가물은 2018년 이전까지는 제조방법(합성 및

천연)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

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개정고시에 의해 용도 중심으로 분

류체계를 개편하였는데, 감미료, 산화방지제, 고결방지제, 발색제

및 착색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 품목에 대

해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MFDS, 2020b). 착색제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대표적인 합성첨가물로 착색이 용이하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

는 등 제품 내 안정성이 우수하여 변색 보완 및 품질향상의 목

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남용 시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 색소 종

류를 제한하고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Baek, 2016; Choi, 2016;

Oplatowska-Stachowiak과 Elliott, 2017).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

로 사용량을 준수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첨가물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특

히 합성 첨가물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

근에는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및 자연주의 등

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합성첨가물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간주

되는 천연첨가물에 관한 관심과 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다(Kim

등, 2017; Lee 등, 2016; Mohamad 등, 2019). 그러나, 합성첨가물

에 비하여 천연첨가물에 관한 독성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으

로, 향후 식품첨가물로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천연첨가물에

대한 독성 연구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Okafor 등, 2016). 특히 국

민영양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료류는 섭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KHIDI, 2020) 색감을 좋게 하고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천연

색소 및 천연추출물이 다빈도로 사용되는 식품군이다. 또한, 사

탕 및 초콜릿과 같은 당류와 빵 및 케이크는 어린이의 소비가 높

은 가공식품으로, 즉 어른 대비 단위체중 당 섭취량이 높아 이들

식품에 첨가되는 천연첨가물의 독성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천연첨가물 10종

(천연색소 8종, 천연추출물 1종 및 기타용도 1종)을 선정하여 독

성 영향을 세포수준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장관 상피세포를 모사

하는 2차원 및 3차원 세포배양모델을 이용하여 장관계에서의 세

포독성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각 첨가물의 실제 사용량 및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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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고려하여 독성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천연첨가물의 안전성 자

료를 확보하고 현재 사용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천연색

소, 천연추출물 및 그 외 기타용도로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을 시

험물질로 선정하였다. 다빈도로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은 식품의약

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보고서(1960-2019년)와 수입신고서

(2016-2018년)를 기반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치자황색소

(gardenia yellow), 자몽종자추출물(grapefruit seed extract), 치자청

색소(gardenia blue), 심황색소(curcumin), 홍화황색소(carthamus yel-

low), 적양배추색소(red cabbage color), 비트레드(beet red), 카카오

색소(cacao color), 자주색고구마색소(purple sweet potato color), 나

린진(naringin)의 10종을 세포독성시험 대상 천연첨가물로 선정하

였다. 나린진은 삼정향료(Seoul, South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이외의 천연첨가물 9종은 ES식품원료(Gunpo, Gyeonggi-do, South

Korea)에서 구입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선정된 천연첨가물 10종

의 주성분은 식품첨가물공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MFDS, 2020c),

Table 1과 같이 확인되었다.

사용량, 섭취량 및 체내 환경 기반 세포 처리 농도 설정

세포 처리 농도는 품목제조보고서(2016년-2018년), 국민영양통

계(2017년)(KHIDI, 2019), 식품첨가물공전(MFDS, 2020c) 및 소장

액 부피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Fig. 1). 먼저, 품목제조보고서에

서 천연첨가물 10종이 실제로 사용되는 품목을 검토하고 그 최

대사용량을 확인하였다. 일일섭취량은 각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군(대분류) 또는 식품(소분류)을 국민영양통계 분류체계에 근거하

여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체내 환경을 반영하는 농도 설정을

위해 소장액 부피(100 mL)를 고려하였으며(Mudie 등, 2014), 다

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세포독성시험 최고 농도를 설정하였다.

The highest concentration for cytotoxicity evaluation (µg/mL)

=daily intake×maximum usage (%)/volume of intestinal fluids

(100 mL)

(Mudie 등, 2014; KHIDI, 2019; MFDS, 2020c)

각 천연첨가물별로 설정된 세포시험 최고 농도에서부터 2배씩

희석하여 세포성장 저해/사멸 시험은 6개 농도, 세포 내 활성산

소종 생성 분석 시험은 9개 농도, 젖산탈수소효소 분석 시험은 5

개 농도에서 수행하였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 소거능 및 장관계

모사모델에서의 세포성장 저해/사멸 시험은 각 천연첨가물별 설

정된 최고 농도에서 평가하였다. 세포 처리 시간은 소장 내 체류

시간(Rommele 등, 2016)을 고려하여 6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세포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관상피세포인 Caco-2 세포와 면역 세포

인 Raji B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South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고, 각각 10% heat inacti-

vated fetal bovine serum, 페니실린 (100 units/mL) 및 스트렙토마

이신 (100 μg/mL)이 첨가된 minimum essential medium (Welgene

Inc., Gyeongsan, South Korea)과 Roswell Park Memorial Insti-

tute (Welgene Inc.) 배지에서 37oC, 5% CO2 조건의 세포배양기

(MCO-230AIC, PHCb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세포성장 저해/사멸 시험

세포성장 및 사멸 시험은 각 천연첨가물 자체의 흡광도를 고

려하여 3-(4,5-dimethyl 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

mide (MTT; Duchefa Biochemie, Haarlem, Netherlands) 또는

water-soluble tetrazolium salt-1 (WST-1; Roche, Basel, Switzer-

land)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최종 결과에서 각 천연첨가물의

고유 흡광도를 측정하여 보정해주었다(Bae 등, 2018; Yu 등,

2018). Caco-2 세포를 3×104 cells/100 μL로 배양한 후 천연첨가물

을 농도별로 6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인산완충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녹인 MTT 시약 또는 WST-1 시약을 10

μL씩 첨가하고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WST-1 시약을 사용한 경

우 별도의 추가 과정 없이 4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MTT

시약을 사용한 경우 0.01 M 염산 200 μL와 10% 도데실황산소듐

(sodium dodecyl sulfate) 20 mL을 혼합한 용액 100 μL를 첨가하

여, 다음날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SpectraMax® M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세포 내 활성산소종 생성 및 활성산소종 소거능 측정

천연첨가물에 의한 세포 내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세포막 투과성 2',7'-dichlorofluoroes-

cein diacetate (H2DCFDA;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Yu 등, 2018). Caco-2 세포를 1×104

cells/100 μL로 배양한 뒤, 각 천연첨가물을 농도별로 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후, 각 well에 20 μM H2DCFDA 100 μL을 첨가하

여 3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 뒤 PBS로 2회 세척하고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dimethyl sulfoxide) 100 μL 첨가하여 excitation 파장

485 nm와 emission 파장 535 nm에서 형광을 측정하였다(Spectra-

Max® M3, Molecular Devices). ROS 소거능은 Caco-2 세포주

(1×104 cells/100 μL)에 천연첨가물 10종을 최고 농도로 6시간 동

안 처리하고, 활성산소종 유발을 위해 각 well에 1 mM 과산화수

소(hydrogen peroxid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3

시간 동안 처리한 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 내 ROS를 측

정하여 분석하였다.

젖산탈수소효소 분석

천연 첨가물에 의한 세포막 손상은 CytoTox 96 Non-Radioac-

tive Cytotoxicity assay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

Table 1. Principal components of 10 kinds of natural food

additives based on the Food Additives Code

Natural food additives Principal components

Gardenia yellow Crocin and crocetin

Grapefruit seed extract Fatty acid and flavonoids (e.g., naringin)

Gardenia blue N.A.1)

Curcumin Curcumin

Carthamus yellow Safflower yellow

Red cabbage color Cyanidin acylglycoside

Beet red Isobetanine and betanine

Cacao color Anthocyanins

Purple sweet potato color
Cyanidin acylglucoside and peonidin 
acylglucoside

Naringin Naringin

1)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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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포 배양액으로 유출된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Bae 등, 2018). Caco-2 세포를 24

well plate에 2×104 cells/mL로 배양한 후 각 천연첨가물을 농도별

로 6시간 동안 처리한 뒤, 세포 배양액을 원심 분리하여 획득한

상층액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상층액

50 μL에 substrate mixture 50 μL을 첨가하고 30분간 반응시킨 뒤

stop solution 50 μL을 첨가하여 49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SpectraMax® M3, Molecular Devices).

장관계 모사모델에서의 세포 독성 시험

경구를 통해 섭취되는 천연첨가물의 세포독성을 실제 체내와

유사한 환경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장관계를 모사한 모델에서 세

포성장 저해/사멸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장관계 모사모델로

서, tight junction을 모사한 Caco-2 monolayer와 Peyer’s patch의

microfold (M) 세포를 모사한 follicle-associated epithelium (FAE)

모델을 이용하였다(des Rieux 등, 2007).

Caco-2 monolayer를 준비하기 위하여 serum fre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Inc.)으로 100배 희

석된 Matrigel® (Corning Inc., NY, USA)을 Transwell® (polycar-

bonate membrane; SPL Life Science, Gyeonggi-do, South Korea)

의 상층부(apical side)에 2시간 동안 처리하여 코팅하였다. 이 후,

Matrigel®을 제거하고 serum-free DMEM으로 세척한 뒤에 상층부

에 Caco-2 세포를 4.5×105 cells/1.5 mL로 21일 동안 배양하였다.

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EER)값 측정 시 300 Ωcm2

이상 되었을 때 하층부(basolateral side)에 동량의 DMEM을 넣어

주었고 상층부에 각 천연첨가물을 최고 농도로 처리하여 6시간

배양한 뒤, 상층부에 MTT 또는 WST-1 시약 150 μL 처리하여 세

포성장 저해 및 사멸 정도를 확인하였다.

FAE 모델은 Caco-2 monolayer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 Tran-

swell®의 상층부에 Caco-2 세포를 1×106 cells/1.5 mL로 배양하였

다. 14일 후, 하층부에 Raji B 세포가 1×106 cells/1.5 mL이 되도

록 분주한 뒤 추가로 5일을 배양하였다. 150-200 Ωcm2 범위의

TEER 값을 확인한 후 Caco-2 monolayer와 동일한 방법으로 천

연첨가물을 최고 농도로 처리하여 세포성장 저해 및 사멸 영향

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SAS 프로그램(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 후 Tukey’s test를

이용하여 시험군과 대조군과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용량 및 섭취량 기반 세포독성시험 농도 설정

품목제조보고서를 바탕으로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 홍화황색

소, 비트레드 및 카카오색소가 다빈도로 첨가되는 품목을 확인한

결과, 사탕 및 초콜릿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대사용량을 조사하였다(Table 2). 이들 품목은 국민영양통계 분

류체계에 의해 식품군(대분류)인 당류 및 그 제품에 해당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때의 일일섭취량은 11.37 g/일로 확인되었

다. 자몽종자추출물, 적양배추색소, 자주색고구마 및 나린진은 품

목제조보고서 기반 음료류 중 과·채음료 품목에 다빈도로 첨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때의 최대사용량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품목은 국민영양통계 분류에 따라 식품(소분류) 항목인 과

일음료와 채소음료에 해당하였으며 일일섭취량은 32.84 g/일로 확

인되었다. 심황색소는 품목제조보고서 기준 빵류 품목에 다빈도

로 첨가되어 해당 품목에서의 최대사용량을 조사하였다. 빵류는

국민영양통계에 분류체계에 의해 소분류 항목인 빵과 케이크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일섭취량은 22.37 g/일로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최대사용량 및 섭취량과 소장액부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포 처리 농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세포

독성시험 최고 농도로 설정하였다.

세포성장 저해/사멸 효과

다빈도로 사용되는 천연첨가물 10종이 세포성장 및 사멸에 미

치는 영향을 Caco-2 세포에서 MTT 또는 WST-1 시약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천연첨가물 자체의 흡광도가 MTT 또는 WST-1

시약 분석 파장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심황색소, 자몽

종자추출물 및 치자황색소는 MTT 시약을, 나린진, 비트레드, 자

Table 2. The setting of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10 kinds of natural food additives for cytotoxicity study

Natural
food additives

Number of
items1)

The most frequently
used foods 

Daily intake
(g/day)3)

Maximum 
usage (%)4)

The highest concentration for 
cytotoxicity evaluation (µg/mL)

Gardenia yellow 7,590 Sugars and products thereof 11.37 0.70 795.90

Grapefruit seed extract 5,774 Fruits and vegetable drinks 32.84 0.20 656.80

Gardenia blue 2,705 Sugars and products thereof 11.37 0.57 648.09

Curcumin 1,680 Bread and cake 22.37 0.10 223.70

Carthamus yellow 1,479 Sugars and products thereof 11.37 0.11 125.07

Red cabbage color 816 Fruits and vegetable drinks 32.84 0.30 985.20

Beet red 661 Sugars and products thereof 11.37 0.30 341.10

Cacao color 445 Sugars and products thereof 11.37 0.10 113.70

Purple sweet potato color 359 Fruits and vegetable drinks 32.84 0.19 623.96

Naringin 87 Fruits and vegetable drinks 32.84 0.09 295.56

1)Investigation based on the Items Manufacturing Report (1960-2019) and Import Declaration (2016-2018)
2)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2017)
3)Investigation based on the 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2017) an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7)
in terms of average body weight (~60 kg)
4)Investigation based on the Items Manufacturing Report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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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색고구마색소, 적양배추색소, 치자청색소, 카카오색소 및 홍화

황색소는 WST-1 시약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천연첨가물 자

체의 배경 흡광도 값으로 보정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

연첨가물 10종은 종류 및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농도에서 대조

군 대비 세포성장 및 사멸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p>0.05)(Fig. 2).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의 시험대상 첨가물

중 하나인 나린진은 그 자체의 세포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몽종자추출물의 경우,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2;

Kim과 Yoo, 2004). 또한, 치차청색소를 포함한 다양한 천연색소

는 자외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Lim 등, 2011). 이 같은 연구결과는 천연첨가물 자체

의 세포독성이 낮으며 환경 요소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포처리 최고 농

도는 각 천연첨가물의 최대사용량, 일일섭취량, 소장액 부피 및

소장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설정된 최고 농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cytotoxicity evaluation strategy of natural food additives at actual usage.

Fig. 2. Effect of 10 kinds of natural food additives on cell proliferation/viability of Caco-2 cell after incubation for 6 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untreated control and natural food additive-treated sampl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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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세포성장 저해 및 사멸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각

천연첨가물의 세포독성이 낮음을 제시한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 생성 및 활성산소종 제거 효과

세포 내 과도한 양의 ROS 생성은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단백질, 지질 및 DNA의 구조변형을 유도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tta 등, 2000). 따라서 산화스트레스 유

발은 각종 질병, 유전독성 및 발암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aujo 등, 2016). 세포 내 ROS는 비형광물질인

H2DCFDA가 세포 내로 투과된 후 esterase에 의해 아세틸기가 유

리된 뒤 세포 내 ROS와 반응하면서 형성하는 2',7'-dichlorofluo-

roescein (DCF)의 형광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

대비 천연첨가물 10종에 의해 활성산소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Fig. 3). 한편, 각 천연첨가물에

의한 세포 내 ROS의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ROS 유발물질인 과

산화수소를 처리한 양성대조군 대비 천연첨가물 10종에 의해 생

성된 ROS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Fig.

4). 이는 10종의 천연첨가물이 ROS를 제거함으로써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의 시험대상 천연첨가물인 비트레드와 그의 주성분인 베타

닌(betanine), 심황색소의 주성분인 커큐민(curcumin) 및 홍국색소

(monascus color) 등의 다양한 천연색소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Anand 등, 2007; Nigam과 Luke,

2016; Min 등, 2018; da Silva 등, 2019). 이 같은 항산화 효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폴리페놀 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주성분을 가지는 천연첨가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Tungmunnithum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가한 천

연첨가물 10종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세포막 손상 유발 분석

천연첨가물에 의한 세포막 손상정도는 세포 내에서 세포배양

액으로 유출된 젖산탈수소효소를 정량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세

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젖산탈수소효소는 세포막이 손상되면 세

포 외부로 방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세포배양액에서의 젖산탈

수소효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Cho 등, 2008). Fig. 5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모든 천연첨가물이 세포 외부로 젖산탈수소효소를

유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천연색소, 천연추출물 및 기타용도로 사용되는 천연첨가

물 10종으로 인한 세포막 손상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

험대상 천연첨가물인 자몽종자추출물 및 자색고구마로부터 분리

한 안토시아닌 분획물은 과산화수소 처리에 의한 세포 내 젖산

탈수소효소의 유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ang 등,

2014; Kim과 Yoo, 2004). 즉 천연첨가물이 세포막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세포성장저해, 세포 내 활성산소종

분석 및 세포막 손상 유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국내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천연첨가물 10종의 세포독성영

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장관계 모사모델에서의 세포 독성

앞선 세포독성연구는 장관계 상피세포를 이용한 일반적인 세

포배양조건에서 수행한 것으로서, 경구 섭취 후 보다 체내 장관

계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세포성장 및 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한 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

접목되고 있는 3차원 세포배양 모델은 기존의 2차원 세포 수준

연구방법 대비 체내 환경을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Edmondson 등, 2014). Caco-2 monolayer는 소장벽의

tight junction을 모사할 수 있는데, tight junction은 소장 세포 외

부와 내부 사이의 이온, 물 및 다양한 분자의 물질수송(paracellular

Fig. 3. Effect of 10 kinds of natural food additives on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in Caco-2 cell after incubation for 6 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untreated control and natural food additive-treated samples at p>0.05.



국내 다빈도 사용 천연첨가물의 세포독성 551

transport)에 관여하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Kim, 2016; Fuku-

oka와 Yoshimoto, 2018). 한편, FAE 모델은 Peyer’s patch의 M

세포를 모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장관 관련 림프상조직에서 관

찰되는 Peyer’s patch에서 M 세포는 면역반응 유도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며, 특히 식균작용 및 transcytosis를 통한 입자 및

거대 분자와 같은 외래 물질의 흡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Fig. 5. Effect of 10 kinds of natural food additives on LDH release into extracellular medium in Caco-2 cell after incubation for 6 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untreated control and natural food additive-treated samples at p>0.05.

Fig. 4. Effect of 10 kinds of natural food additives on intracellular ROS scavenging activity in Caco-2 cell after incubation for 6 h,
followed by H

2
O

2
 treatment for 3 h.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ontrols and natural food additive-

treated sampl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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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Yoon 등, 2010; Gamboa와 Leong, 2013; Mabbott 등,

2013). 각 천연첨가물을 Caco-2 monolayer 및 FAE 모델에 6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대조군 대비 세포성장 저해 및 사멸에 유의적

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Fig. 6). 이는 본 실험에서 사

용한 10종의 천연첨가물이 경구로 섭취된 후 장관계에서의 독성

영향이 낮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한편, 생체시스템에서 독성 영

향은 각 물질의 흡수율 및 생체이용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US

EPA, 2007; Wang 등, 2015). 천연첨가물 10종의 주성분(Table 1)

을 바탕으로 흡수율 및 생체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치자황색소의

주성분인 크로신(crocin)은 경구섭취 후 대부분 배설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며(Xi 등, 2007; Singla와 Bhat, 2011) 나린진과 이

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몽종자추출물의 경우, 경구로 섭취된 나린

진은 나린제닌(naringenin) 등으로 대사되며(Wang 등, 2006),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인 나린제닌은 약 15%만 흡수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Salehi 등, 2019). 심황색소의 주성분인 커큐민

과 비트레드의 주성분인 베타닌도 생체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Anand 등, 2007; Clifford 등 2017). 홍화황색소의

주성분 중 하나인 히드록시새플로르 옐로우 A (hydroxysafflor

yellow A)는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iopharmaceutics classification

system) 에 따라 수용액에서 높은 용해도와 낮은 장관 투과도의

특징을 갖는 계열 3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경구 섭취 시 생체이

용률이 낮은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Li 등, 2007; Lv 등, 2013;

Papich와 Martinez, 2015; Phan 등, 2019). 적양배추색소의 주성분

인 시아니딘아실글리코시드(cyanidin acylglycoside), 카카오색소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의 중합물, 자주색고구마색소의

주성분인 시아니딘아실글루코시드(cyanidin acylglucoside) 및 페오

니딘아실글루코시드(peonidin acylglucoside)는 모두 안토시아닌 색

소 계열로 안토시아닌의 경구 흡수율은 일반적으로 약 1%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Fernandes 등, 2014; Olivas-Aguirre 등, 2016;

Wu 등 2004). 아울러 천연색소의 주성분은 대부분 폴리페놀 계

열로서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구 섭

취에 의해 극미량만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in 등, 2012).

이와 같이 낮은 생체이용률과 장관계 모사모델에서 세포성장 저

해/사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천연첨가물 10종의 세포독

성이 낮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용수준을 고려한 세포독성 연

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다

빈도로 첨가되고 있는 천연첨가물 10종은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색소, 천

연추출물 및 기타용도 천연첨가물 10종에 대한 독성 영향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세포 처리 농도 및 시간은 품목제조보고를

바탕으로 확인한 천연첨가물 다빈도 첨가 품목 및 그 최대사용량

과 국민영양통계 일일섭취량을 기반으로 소장액 부피 및 소장 내

체류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세포 독성 시험 결

과, 10종 천연첨가물에 의한 세포성장 저해 및 사멸 유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세포 내 활성산소종이 유발되지 않는 한편, 활

성산소종 소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젖산탈

수소효소 분석을 통해 세포막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체내 장관계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한 2차원 및 3차원 장

관계 모사모델을 통해 세포성장 및 사멸 효과 확인 결과, 본 연구

에서 사용한 10종의 천연첨가물에 의해 세포성장 저해 및 사멸이

유발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다빈도로 사용

되는 천연첨가물 10종의 세포독성이 현재 사용수준에서는 낮은 것

으로 판단되어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안전

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천연첨가물에 대한 구체

적인 독성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심도 깊은 in vivo

독성 연구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6. Effect of 10 kinds of natural food additives on cell proliferation/viability using Caco-2 monolayer and FAE models after

incubation for 6 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untreated control and natural food additive-treated sampl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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