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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lium davidii has been used as a traditional herbal medicine to treat bronchitis and neuralgia in Asi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cytotoxicities of ethanol extract (EL) and hot-water extract (WL) of dried Lilium
davidii root.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Lilium davidii extracts were evaluated by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ssay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assay.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L and
WL were concentration-dependent in both methods, and EL showed higher antioxidant activity than WL in both assays. In
addition,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EL (104.44 mg GAE/g and 22.92 mg QE/g) were higher than those
of WL (86.80 mg GAE/g and 15.87 mg QE/g). Cytotoxicities of the extracts in human cancer cells (HeLa, Hep3B, and A549)
were evaluated by thiazoly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and sulforhodamine B (SRB) assays. The cytotoxicity of EL in
the tested cancer cell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L. In particular, the cytotoxicity of EL in HeLa cells in the MTT and
SRB assays was 92.19% and 91.57% at 400 μg/mL,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extracts showed strong inhibitory effects
on cancer cell growth.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L has excellent antioxidant activity and cytotoxicity,
making it a valuabl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natural functional materials.
Key words: Lilium davidii, antioxidant activity, cytotoxicity, ethanol extract, hot-water extract

서 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질병 예
방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질병
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지목되고 있는데, 활성산소증은 세포
를 손상시키고, 염증 및 노화를 촉진시키며,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SK 등 2005). 체내에서는 활성산소
종에 대응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 시스템
의 방어력을 넘는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여러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저하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천연 항산화 화합물은 주로 플라보노이드, 탄닌, 안토시아
닌 등과 같은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및 유기산이 주를 이
루고 있다(Choi MH 등 2015). 따라서 이들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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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천연물 중 전통적으로 약재로 사용되어 온
한약재는 안전성도 보장되어 이들의 항산화성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었는데, 황기, 삼백초, 구기자, 감초, 국화, 당귀, 작
약, 천궁 등 여러 한약재의 항산화성에 대해 연구되었으며
(Park YS 2002; Kim SK 등 2005; Park BH 등 2005; Seo HS
2008; Lee KJ 등 2011; Park SJ 등 2011), 이들 한약재에서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페놀성 화합물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암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
위를 차지한 질병으로(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100세의 건강장수를 기대하는 현대인들은 암을 예방하고 암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건
강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함으로써 암과 같은 질
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고 있으
며, 암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항암제
들이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작용의 우
려가 적은 천연물로부터 발굴된 항암 물질에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한약재에는 항암의 약리 활성을 가진 것들이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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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Jeon YH 등(2008)
은 산수유 추출물이 항돌연변이성과 암세포 성장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Jeong JW 등(2015)은 천궁 에탄올 추
출물의 인체 혈구암세포의 apoptosis 유발효과에 대해 보고하
였으며, Nam SW & Kim MR(2017)은 건여주 추출물이 인체
간암, 폐암, 자궁암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우수하다고 보고
하였다. 이 외에도 건칠, 유근피 및 신석 추출물의 AGS 인체
위암 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 연구(Baek I 등 2015), 길경 추출
물의 HCT-116 대장암 세포주에서의 autophagy와 apoptosis
유발 효과 연구(Hong SH 등 2014), 등심초로부터 분리된 화
합물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연구(Kim YJ 등 2014) 등 한
약재의 항암활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백합(Lilium davidii)은 백합과(Liliaceae) 백합속(Lilium)에
속하는 내한성 경구근초(hardy bulbous)로 건조된 꽃과 구근
은 약리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시아에서는 예
로부터 기관지염 및 신경통 치료를 위한 약재로 이용되어 왔
으나(Lee JA & Chun HP 1996), 아직까지 항산화 활성과 항
암 활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백합 구근 추출물을 제조하여 추출물의 총 폴리페
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고, 인체
암세포에 대한 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백합은 음건된 형태로 시판되는 한약규
격품을 대구 약령시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Diphenyl1.

1-picrylhydrazyl(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ABTS), L-ascorbic acid,
dimethyl sulfoxide(DMSO), thiazoly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trichloroacetic acid(TCA), sulforhodamine B(SRB),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potassium hydroxide, pota-

는
Sigma Chemical Co.(USA)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세포주 배
양에 사용한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RPMI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gallic acid, quercetin

1640 with L-glutamin), 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DMEM/High glucose), fetal bovine serum
(FBS), trypsin 0.25% EDTA solution, penicillin-streptomycin

은 Hyclone Co.(USA)에서 구입하였다.

solution

백합 구근 추출물 제조
백합 구근 50 g에 80% 에탄올 500 mL를 가하고 25℃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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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저어주면서 교반하여 에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또한 열수 추출물은 백합 구근 50 g에 증류수 500 mL를 가
한 뒤 water bath에서 100°C를 유지하면서 6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였다. 이들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 2. England)
로 여과한 다음 감압농축기(Heidolph Instruments GmbH &
Co., Germany)로 농축시켰다. 이를 동결건조기(Eyela, Tokyo
Rikakikai Co., Japan)를 이용하여 동결건조한 다음 —18℃에
서 보관하였다.
24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FC)법에 따라 분석하
였다(Singleton VL & Rossi JA 1965). 증류수를 이용하여 백
합 추출물 1 mg/mL를 제조한 후 증류수 5 mL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5 mL를 가해 vortex로 혼합하였
다. 8분 후 7% Na CO 10 mL를 첨가하고, 여기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부피를 25 mL로 맞춰 암소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spectrophotometer(DU 800, Beckman, US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한 검량곡선에 시료의 흡광도를 대입
하여 g당 gallic acid mg당량(mg GAE/g)을 구하였다.
3.

2

4.

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을 위해 각 시료 500 µL에
10% aluminum nitrate 1 mL, 1 M potassium acetate 100 µL

와 80% 에탄올 4.3 mL를 가하고 40분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
킨 후 spectrophotometer로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한
검량곡선에 시료의 흡광도를 대입하여 g당 quercetin mg당량
(mg QE/g)을 구하였다(Moreno MI 등 2000).

라디칼 소거능 측정
Blois MS(1958)의 방법을 이용하여 백합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즉, 0.1 M sodium acetate
buffer(pH 5.5)로 희석한 시료 1 mL에 7.5 × 10— M DPPH
용액 2 mL을 혼합하고, 37℃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
에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
조군은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
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5. DPPH

5

라디칼 소거능(%)
대조구의 흡광도 —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100
대조구의 흡광도

DPPH
=

박미혜․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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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칼 소거능 측정
백합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를 통한 항산화 활성은
Roberta R 등(199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1:1로 혼합하고, 30℃
의 암소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 을 형성시킨 후 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4)를 이용하여 413 nm
에서 흡광도가 0.7이 되도록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시약
4 mL에 시료 40 µL를 가하여 1분 동안 반응시킨 뒤 413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를 사
용하였으며, 각 시료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DPPH 라디
칼 소거능 측정에 사용한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7. 세포주 배양
실험에 사용한 인체 암세포는 폐암 세포인 A549, 간암 세
포인 Hep3B 및 자궁경부암 세포인 HeLa로서 한국세포주은
행(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받았다.
A549, HeLa는 RPMI 1640 배지를, Hep3B는 DMEM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고, 각각의 배지에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4일 간격
으로 37℃, 5% CO incubator에서 계대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6. ABTS

+

2

8. MTT Assay

암세포에 대한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Carmichael J 등(1987)의 방법으로 MTT assay를 실시하
였다. 배양된 암세포를 1 × 10 cells/mL 농도가 되도록 pH 7.5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로 희석한 후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37℃, 5% CO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세포를 배양한 후 배지 80 μL를 제거하고, 각 well에 추출
물을 농도별로 100 μL 첨가한 다음 48시간 동안 배양하고,
MTT 용액 20 μL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였다. 여기에 DMSO:ethanol(1:1) 용액 150 μL를 첨가
하여 30분 동안 진탕배양한 뒤 ELISA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 USA)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회 반복하여 실험하였고,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는 아래의 식
을 이용하여 세포독성(cytotoxicity)으로 구하였다.
5

2

측정하였다. 즉, 5 × 10 cells/mL 농도의 암세포를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0 μL씩 첨가하여 37℃, 5% CO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농도별로 희석
된 시료 100 μL를 각 well에 첨가하고 48시간 동안 재배양하
였다. 그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10% TCA를 각 well에 100
μL씩 첨가하여 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TCA를
제거하고 멸균수로 5번 세척하여 실온에서 건조하였다. 여기
에 1% acetic acid에 용해시킨 0.4% SRB 용액을 각 well에
100 μL씩 첨가하여 30분 동안 염색한 후 1% acetic acid로 5
회 세척하여 건조시키고, 10 mM tris buffer(pH 10.5) 100 μL
를 첨가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암세포에 대
한 세포독성은 MTT assay와 동일한 식으로 계산하였으며, 3
회 반복하여 실험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

2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군별
평균 간의 차이는 SPSS 통계프로그램(10.0 version)을 이용
하여 분산분석(ANOVA) 및 t-test을 실시하였다. 측정한 각
시료간의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에서 하였고, 사후검증
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10.

결과 및 고찰
추출 수율,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백합 구근 에탄올 추출물(EL)과 백합 구근 열수 추출물
(WL)의 추출수율은 Table 1과 같이 EL이 6.15%, WL이
4.38%로 나타났다. EL과 WL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04.44 mg GAE/g과 86.80 mg GAE/g으로, EL의 총 폴리페
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백합 구근 추
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EL이 22.92 mg
QE/g, WL이 15.87 mg QE/g으로 나타나, EL이 WL보다 유
1.

Table 1. Extraction yields and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of Lilium davidii ethanol extract
Sample1)

Yield
(%, w/w)

EL

6.15±1.17

104.44±2.27

22.92±0.24

WL

4.38±0.66

86.80±2.54

15.87±2.23

p value

0.101

0.001

0.005

Cytotoxicity(%)
=

대조구의 흡광도 —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100
대조구의 흡광도

1)

9. SRB Assay

2)

SRB assay

3)

는 Doll R & Peto R(1981)의 방법을 이용하여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Total polyphenols Total flavonoids
(mg GAE/g)2)
(mg QE/g)3)

EL: Ethanol extract from Lilium davidii, WL: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mg of gallic acid equivalents/g of sample.
mg of quercetin equivalents/g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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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많은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약재인 상지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열수 추
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ark HM &
Hong JH 2014), 제주 조릿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도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
게 나타나(Lee SH & Lee MS 2017),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
리 분포하고 있는데, 폴리페놀 화합물은 2개 이상의 hydroxyl
기를 가지고 있으며,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C -C -C 의 기
본골격을 가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로 단백질과 쉽게 결합
하는 특성을 가진다(Hetog MGL 등 1992; Yu MH 등 2006).
또한 이들 화합물은 에탄올에 잘 용해되므로, 본 연구에서
도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백합 구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다른 한약재와 비교
해 보면, 창출 에탄올 추출물은 10.38 mg GAE/g (Park MH
& Kim MR 2017), 오매 에탄올 추출물은 16.92 mg GAE/g
(Jeon YH 등 2008), 감초 에탄올 추출물은 50.55 mg GAE/g
(Kim E & Kim M 2018), 미숙과 건여주 에탄올 추출물은
9.95 mg GAE/g(Nam SW & Kim M 2017)으로 보고되어 이
들 한약재보다 백합 구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 플라보노이드의 경우, 창출 에
탄올 추출물은 4.73 mg QE/g(Park MH & Kim MR 2017),
감초 에탄올 추출물은 6.87 mg QE/g(Kim E & Kim M 2018),
미성숙 건여주 에탄올 추출물은 5.24 mg QE/g(Nam SW &
Kim M 2017)의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
되어, 백합 구근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이들 한
약재 추출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백합구근에는 알칼로이드, 스테로이드, 사포닌, 플라보노이
드,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Mimaki
Y & Sashida Y 1991; Niu LX 등 2007; You X 등 2010),
아직까지 항산화 활성과 관련된 화합물들이 상세히 분석되
어 있지 않아 향후 이들 물질의 분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6

3

6

라디칼 소거능
EL과 WL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1
과 같다. EL과 WL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
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험한 전체 농도에서 EL이
WL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여 추출
용매에 따라 소거능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EL은 500 μg/mL
와 1,000 μg/mL에서 각각 75.38%와 81.69%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여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WL은 500 μg/mL와 1,000 μg/mL에서
2. D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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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ethanol extract and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using the DPPH assay.
EL: Ethanol extract from Lilium davidii, WL: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A.A: Ascorbic acid. The capital letters (A F)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he small
letters (a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samples in the same concent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

의 소거능을 보여 EL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낮았다. 이는 앞의 실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항산
화 활성이 높은 폴리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WL보다 EL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분자 내 hydroxyl
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은 효과적으로 라디
칼을 제거하는 항산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페놀성 물질
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의 지표성분으로써 이들과
전자공여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Kim
EY 등 2004; Kwak CS 등 2005), 백합 구근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이들 물질이 항산화 활성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약용식물인 조릿대 에탄올 추출물은 1,000 μg/mL
의 농도에서 65.58%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가진다고 보
고되었고(Song WY 등 2015), 같은 농도에서 백지, 당귀, 갈
근의 메탄올 추출물이 11.5%, 13.7%, 18.4%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Moon JS 등 2004), 해동피, 홍화, 황련
의 에탄올 추출물도 같은 농도에서 각각 44.69%, 24.15%,
31.87%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어(Choi SY
등 2005), 백합 구근의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10%,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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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TS Assay

과 WL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10∼
농도에서 WL은 1.22∼41.68%, EL는 2.60∼
83.93%의 소거능을 보였고,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Fig. 2). 또한 WL보다
EL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앞
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 ABTS 라
디칼 소거능은 활성 ABTS 가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활성
양이온이 소거되면서 청록색에서 무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할 수 있다(Lee SG 등 2008). 한약재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쇠비름의 ABTS 라
디칼 소거능은 500 μg/mL의 농도에서 30.31%로 보고되었으
며, 합환피는 43.43%로 보고되어(Joo SY 2013), 같은 농도에
서 81.69%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보인 백합 구근이 이들
에 비해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을 가진 화합물은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식품에서
는 지질산화를 억제하고 체내에서는 발생하는 활성 산소종
을 제거하여 노화나 질병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Ak T &
Gulcin I 2008). 따라서 DPPH assay와 ABTS assay 결과를 종
합적으로 볼 때, EL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
성분의 산화를 억제하고, 활성 산소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L

1,000 µg/mL

+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 and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EL: Ethanol extract from Lilium davidii, WL: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A.A: Ascorbic acid. The capital letters (A H)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he small
letters (a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samples in the same concent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

4. MTT Assay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MTT assay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인하여 MTT 시약이 환원되어 formazan
crystal이 생성되는 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측
정하는 방법이다. EL과 WL의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
인하기 위해 인체 암세포주인 자궁경부암 세포(HeLa), 폐암
세포(A549), 간암 세포(Hep3B)를 이용해 MTT assay를 실시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실험한 모든 암세포주에 대해 EL과
W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 HeLa에 대한 EL과 WL의 세포독성
은 25 ∼400 μg/mL 농도에서 각각 40.40∼92.19%, 34.87∼
91.34%로 나타났으며, 특히 400 μg/mL의 농도에서는 EL과
WL 모두 90% 이상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을 보였다.
또한 400 μg/mL의 농도를 제외하고는 EL이 WL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세포독성을 보여 백합 구근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A549의 경우에도 EL의 세포독성이 400 μ
g/mL의 농도에서 94.14%로 나타나 실험한 3종류의 암세
포 가운데 가장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활성을 보였으며, 25
∼400 μg/mL의 농도에서 EL이 WL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세
포독성을 나타내었다. Hep3B에 대해서는 HeLa와 A549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세포독성이 나타났으나, 400 μ
g/mL 농도에서 EL은 83.07%의 높은 세포독성을 보였다. 또
한 Hep3B에서도 EL이 WL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세포독성
을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3종류의 암세포에 대해 백합구근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활성 산소종은 여러 세포신호 전달경로를 활성화시
켜 암 유발에 관여하기 때문에 활성 산소종을 제거하는 항
산화 활성이 높은 성분은 항암 활성도 나타내며(Mates JM
등 2012),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phenolic ring이 발암성을
갖는 유리기와 결합함으로써 발암성 물질을 불활성화시키
기 때문에 항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Lewandowska
U 등 2016). 실제 한약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인삼
(Lee CK 등 2003), 마가목(Lee MK 등 2002)은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였는데, 이는 추출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폴
리페놀 화합물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개똥쑥에서 분리
된 플라보노이드가 Cox-2 신호 경로의 활성을 저해하여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Jorge FSF 등 2010), 한
약재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항암 활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백
합 구근 추출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및 폴
리페놀 화합물이 암세포의 증식 억제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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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totoxicity effect of ethanol extract and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using the MTT assay.
EL: Ethanol extract from Lilium davidii, WL: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he star mark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L and WL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 p<0.001).

도에서 EL은 85.33%, WL은 80.49%로 나타나 두 추출물 모
두 80% 이상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3종류의 암세포 모두에서 EL의 세포독성이 WL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나 에탄올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MTT assay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었다. MTT assay와 SRB assay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백합 구근 에탄올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활
성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았으며, 특히 400 μg/mL의 농도에서
HeLa에 대해 90% 이상의 세포독성을 보여 암세포 증식 억
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SRB Assay

SRB assay는 세포 단백질을 aminoxanthene 염색액으로 염
색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MTT assay에 비해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하고, 안정한 end point를 제공해주는 장
점이 있다(Papazisis KT 등 1997). EL과 WL이 암세포 증식
에 미치는 영향을 SRB assay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HeLa에 대한 EL과 WL의 세포독성
은 25∼4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36.67∼91.57%, 10.02∼
85.08%로 나타났으며, 추출물의 농도의존적으로 세포독성이
증가하였다. EL은 HeLa에 대해 400 μg/mL에서 90% 이상의
세포독성을 나타내어 앞의 MTT assay 결과와 같이 우수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보였다. A549에 대한 세포독성도
400 μg/mL의 농도에서 EL이 89.73%, WL은 78.23%로 나타
나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 모두 높은 암세포 증식 억
제 효과를 보였다. Hep3B에 대한 세포독성도 400 μg/mL 농
HeL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백합 구근의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백합 구근을 에탄올과 물로 추출
A549

Hep3B

Fig. 4. Cytotoxicity effect of ethanol extract and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using the SRB assay.
EL: Ethanol extract from Lilium davidii, WL: Water extract from Lilium davidii,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same samp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he star mark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L and WL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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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출물을 제조한 후, 각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 및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을 측정하였다. EL은 WP보다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
드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PPH 라디
칼 소거능에서는 50∼1,000 μg/mL의 농도에서 EL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WL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에서도 EL이 WL에 비해 높은 라디칼 소
거능을 보여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으
며, 1,000 μg/mL에서 83.93%의 높은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백합 구근 추출물의 인체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 MTT assay에서 EL과 WL은 400 μg/mL
에서 HeLa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으
며, EL은 A549과 Hep3B에 대해서도 400 μg/mL의 농도에서
94.14%와 83.07%의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 암세포 증식억
제 효과가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SRB assay에서도 EL은 400
μg/mL 농도에서 HeLa에 대해 91.57%의 높은 세포독성을 보
였고, 암세포에 대해 모든 농도에서 WL보다 EL이 유의적으
로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백합 구근 에탄올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 및 암세포에
대한 우수한 증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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