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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의 항돌연변이 및 in Vitro 항암 효과
−터널식 재배 방법에 의한 배추의 기능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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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utagenic and Anticancer Effects of Baechu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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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mutagenic and anticancer effects of baechu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ssp pekinensis
[Lour.] Rupr.) cultivated in Noji and Tunnel in spring were investigated under in vitro and cellular system
using HT-29 human colon carcinoma cells. Proximate composition, mineral and vitamin contents of baechu
cabbages (Noji and Tunnel) were evaluated. Antimutagenicity were measured in Ames test using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MNNG) and aflatoxin B1 (AFB1). The viability and growth of HT-29
cells were evaluated by MTT (3-(4,5-dimethyl-thiazol)-2,5-diphnyltetrazolium bromide) assay and growth
inhibition test, respectively. The gene and protein expressions of apoptosis-related proteins such as Bax,
Bcl-2, p53 and p21 were investigated by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d
western blot. The contents of carotene, Ca, K in Tunnel baechu cabbage (Tunnel) were higher than those
of Noji baechu cabbage (Noji). The methanol extract from the spring baechu cabbage particular cultivated
by Tunnel method effectively reduced mutagenicity induced by MNNG. The Tunnel also showed higher
antimutagenic effects against AFB1 than the Noji. The HT-29 cells showed the significant decreases in
cell viability by the treatment of the Tunnel with dose-dependence in MTT assay. The Tunnel also
inhibited on the growth of HT-29 cells in a time-dependent manner. The baechu cabbage induced apoptosis
in HT-29 cells were associated with the decreased expression of the anti-apoptotic Bcl-2 and increased
expression of p53, p21 and Bax.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baechu especially the Tunnel would
have increased antimutagenic effect and anticancer activity through induction or repression of apoptosis.
(Cancer Prev Res 13, 122-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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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추(Brassica campestris L. ssp pekinensis [Lour.] Rupr.)는 십
자화과(Cruciferae)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3국에서 중요한 채소로 재배되고 있으며,
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채소다. 배추
의 성분은 97%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푸른 잎부분에 비타민 C가 많
2)
이 함유되어 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 배추는 전
체 채소류의 1위를 차지하고, 대부분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단을 구성하는 각종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배추는 포기형태에 따라 결구형, 반결구형, 불결구형으
로 분류되며, 생산 시기에 따라 봄배추, 여름배추 및 가
3)
을배추로 나누어진다.
배추의 효능은 일반적으로 민간과 한방에서 알려져
있는 데, 감기의 치료, 화상 치료, 갈증해소, 소화촉진 효
과가 있다. 배추를 포함한 녹황색 채소의 항암효과가 알
려져 있으나, 배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이화학적
특성, 가공적성, 저장기술 개발, 김치제조, 생리활성효과
4∼12)
등이다.
특히 배추는 대부분 김치 재료로 사용되는
특성 상 품종별에 따른 김치 특성 및 저장성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저장성의 경우 가을배추가 봄, 여름배
추에 비하여 높고, 김치 가공적성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
다고 알려져 있다. 배추가 주재료인 김치의 경우 항산화,
암예방, 항동맥경화 등 기능성에 대한 보고가 많은 편이
나, 배추 그 자체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배 방법에 따른 배추의
항돌연변이 및 항암 기능성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배추 시료

배추는 봄배추를 사용하였고, 종류는 대표적인 봄배
추 품종 중 하나인 노랑 봄배추로, 일반 노지재배방법
또는 터널재배방법으로 재배한 배추를 선택하였다. 노
지배추의 경우 3월 중순에 파종하여 6월 중순에 수확한
배추이고, 터널배추의 파종은 2월, 수확은 6월 초에 하였
다. 터널재배방법은 보통재배보다 다른 시기에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터널을
만들고 가온은 하지 않지만 지온의 발산 및 저하를 방지
하여 보온을 유지하게 되는 방법이다. 터널배추의 경우
통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웰그로우 부직포(삼랑 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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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덮어서 하우스 형태를 만들어 재배한다. 일반노지 및
터널배추를 각각 동결건조 한 후 methanol로 3회 추출한
후 회전식 진공농축기(Buhii 461,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완전히 농축하여 사용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의 분석은 AOAC법1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즉, 수분함량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조단백질 함
량은 Micro Kjeldahl법으로,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
으로, 조회분 함량은 550oC 건식회화법으로 각각 분석하
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에서 상기 성분들을 제외한
양으로 하였다.
3. Ames test14∼16)

사용 균주로는 Salmonella typhimurium TA100으로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로부터 구입하여, 매 실험직전 유전형
질을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직접돌연변이원은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MNNG)과 간접돌연변이 유발
물질 aflatoxin B1 (AFB1)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각각 증류수, DMSO에 녹
였고, 간접돌연변이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간의 microsomal 효소화합물인 S9 mixture를 조제하여 사용하였
다. 인산용액 0.5 ml, 배양 균주 (1∼2×109 cells/ml) 0.1 ml,
희석된 시료와 돌연변이 유발 물질을 ice bath에 담긴 cap
tube에 넣고 가볍게 vortex한 후 37oC에서 30분간 배양하
였다. 45oC의 top agar 2 ml씩을 각 tube에 붓고 vortex한
후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도말하고 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다음 복귀돌연변이 숫자를 계수하였다. 한편, 실
험에서 사용된 시료와 돌연변이 유발물질의 농도는 dose
response 및 독성 예비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4. MTT assay

세포배양을 위해 RPMI 1640, fetal bovine serum (FBS),
0.05% trypsin-0.02% EDTA, 100 units/ml penicillin-streptomycin은 GIBCO사(USA)로부터 구입하였고, CO2 incubator (Forma, model 311 S/N29035, USA)를 이용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HT-29 인체 결장암세포(HT-29 human
colon carcinoma cell)은 한국세포주은행(서울의대)으로부
터 분양받아, 100 units/ml의 penicilin-streptomycin과 10%
o
의 FBS가 함유된 RPMI 1640을 사용하여 37 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고, 0.05% trypsin-EDTA를 2∼3 ml
가하여 떼어낸 후 RPMI 1640 배지 5 ml을 넣어 1,000×g
에서 5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각 well에 적정 접종세포수
를 결정하는 예비실험을 통해 96 well plate에 well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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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cells/ml가 되도록 seeding하였다. 시료를 첨가한 다
음, 72시간 후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를 첨가하고 4시간 배양한 후 생성
된 formazan 결정을 DMSO에 녹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흡광도는 MTT가 세포에 의해서 환원된
17,18)
양으로, 각 well에 존재하는 생존 수와 비례한다.
5. Growth inhibition test

암세포 배양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양하였으며 HT-29
세포는 원심분리한 후 집적된 암세포를 골고루 분산되
도록 잘 혼합하여 24 well plate에 2×104 cells/ml의 농도로
seeding하여 하룻밤 배양하였고, 암세포가 plate에 부착되
었음을 확인한 후, 10% FBS가 있는 배지에 시료를 첨가
하여 시간별로 배양액을 교체하면서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시간에 따라 증식된 세포를 0.05%
trypsin-0.02% EDTA 효소로 분리하여 각 세포수를 hemocytometer로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암세포 증식 억
제효과를 관찰하였다.19,20)
6. DAPI staining을 이용한 apoptosis의 관찰

배양된 HT-29 인체 결장암세포를 1×106 cells/ml로
seeding하고 시료를 처리한 배지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원심분리하여 모은 cell을 PBS로 씻고 3.7% formaldehyde로 고정시킨 후 DAPI (4,6-diamino-2-phenylindole)로
염색하여 형광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21)
7. RT-PCR

암세포들을 Trizol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하였
다. 분리된 RNA를 정량한 후, oligo dT primer와 AMV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2μg의 RNA에서 ss cDNA
23)
를 합성하였다. 이 cDNA를 template로 사용하여 관련
유전자들인 Bax, Bcl-2, p53, p21을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으로 증폭하였다(Table 1). 이 때 housekeeping
유전자인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유전자를 포함하여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각 PCR
산물들을 1%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을 이용하여 염색한 후 UV하에서 확인하였
다.
8. Western blot

대조군 및 시료 처리 암세포들을 lysis buffer로 용해한
후, 고속원심분리로 세포 내 잔사물을 분리시킨 후 동량
의 단백질을 SDS-polyacrylamide gel 전기영동으로 분리하
였다.22) 분리된 단백질을 함유한 acrylamide gel을 nitro-

Table 1. Sequences of primer used for RT-PCR
Gene name
Bax

Sequence

Sense
Antisense
Bcl-2
Sense
Antisense
p53
Sense
Antisense
p21
Sense
Antisense
GAPDH Sense

5'-ATG-GAC-GGG-TCC-GGG-GAG-3'
5'-TGG-AAG-AAG-ATG-GGC-TGA-3'
5'-CAG-CTG-CAC-CTG-AGC-3'
5'-GCT-GGG-TAG-GTG-CAT-3'
5'-GCT-CTG-ACT-GTA-CCA-CCA-TCC-3'
5'-CTC-TCG-GAA-CAT-CTC-GAA-GCG-3'
5'-CTC-AGA-GGA-GGC-GCC-ATG-3'
5'-GGGG-CGG-AT-AGG-GCT-TCC-3'
5'-CGG-AGT-CAA-CGG-ATT-TGGTCG-TAT-3'
Antisense 5'-AGC-CTT-CTC-CAT-GGT-GGTGAA-GAC-3'

cellulose membrane으로 electroblotting에 의해 전이시킨 후,
10% skim milk를 함유한 PBS-T (0.1% Tween 20 in PBS)에
4oC에서 1시간 이상 incubation하면서 비특이적 단백질들
에 대한 blocking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특정 단백질에 대
한 항체를 membrane에 적용시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
킨 후, PBS-T로 씻어내고 특정 항체에 대한 이차 항체
반응을 실시한 후 ECL (Enhanced ChemiLuminoesence) 용액
을 적용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 단백질 양
을 분석하였다.
9. 통계 분석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분산
분석(ANOVA)를 행한 후 SAS system (v8.2 SAS Institute
Inc., NC, USA)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
여 통계 분석하였다.24)

결

과

1. 일반성분분석

배추의 항돌연변이 및 항암 기능성을 살펴보기에 앞
서, 배추 자체의 일반성분을 분석해 보았다. 노지 및 터
널배추 간의 일반 성분 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에너지는
노지배추가 수분함량이 터널배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터널배추는 노지배추와 비교 시 무기질의 경우 Ca, P, K
는 각각 10 mg, 7 mg, 47 mg정도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의 경우 β-carotene의 함량이 8 ug으로
노지배추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Table 2).
2. Ames test에 의한 항돌연변이 효과

직접돌연변이원인 MNNG와 간접돌연변이원인 AFB1

17

16

0.5

0.5

0.03

0.02

Revertants/plate

1.25 mg/plate
2.5 mg/plate

0.06

0.06

Control

126±10
a

1,072±82
675±18b (42)1
617±8bc (48)

594±30bc (50)
512±20c (59)

9

Noji Baechu
Tunnel Baech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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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mutagenic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baechu cabbage against MNNG (0.43μ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100

Spontaneous

1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the inhibition rates (%).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0.3
12

Table 4. Antimutagenic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baechu cabbage against aflatoxin B1 (2.0μg/plate) in Salmonella
typhimurium TA100
Revertants/plate

1.25 mg/plate
2.5 mg/plate

286

0
0.3

Spontaneous

11

32

239

10

a~c

0.5

Noji Baechu
Tunnel Baechu

663±27b (55)1
629±32b (58)

587±13c (61)
497±20d (68)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the inhibition rates (%).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2
47
0.4

a

1,345±43

a~d

1.9
1)

R.E.: Retinol Equivalent

0 (0.03)
0.7
96.5
8

109±12

1

0.5

37
0.9
95.6
10

0 (0.03)

2.3

0.7

0.5

25

0.5

Control

Noji
Baechu
Tunnel
Baechu

Proximate composition
Mineral
Vitamin

A
Ener- MoisCarboCru
Protein
Fat
Fiber
Ca
P
Fe
Na
K
Mg
Zn
B1
B2 Niacin C
gy
ture
hydrate
de ash
β-caro(%)
(g)
(g)
(mg) (mg)
(mg) (mg) (mg) (mg) (mg)
(mg)
(mg) (mg) (mg)
1)
(kcal)
(%)
(g)
(g)
R.E. tene
(ug)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mineral and vitamin contents of baechu (100 g)

전혜경 외 6인：배추의 항돌연변이 및 in Vitro 항암 효과

에 대한 배추의 항돌연변이 효과를 알아보았다. 낮은 농
도(1.25 mg/plate)에서 직접돌연변이원에 대하여 배추는
42∼48%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간접돌연변이원에 대
하여 50% 이상의 높은 항돌연변이 효과를 나타내었다.
직접돌연변이원인 MNNG에 대해 1.25 mg/plate에서는
노지 및 터널배추 사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2.5 mg/plate에서는 9% 정도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이와 유사하게 간접돌연변이원에서도 노지배추보다 터
널배추가 항돌연변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배추는 항돌연변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재
배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기능성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3. MTT assay에 의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배추 추출물의 in vitro 항암효과를 MTT assay를 이용하
여 살펴보았다. HT-29 인체 결장암 세포를 이용하여 실
험한 결과, 배추는 각각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억제효
과를 유의적으로 나타내었으며 250μg/ml 농도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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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높은 암세포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특히 10μg/ml의 낮은 농도에서는 터널배추 경우 약 20%
의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고, 500μg/ml 높은 농도에서 노
지배추는 68.3%, 터널배추는 75.3%의 억제효과를 나타
내었다(p＜0.05)(Fig. 1). 배추는 결장암세포에 대하여 높
은 항암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노지배추에 비하여 터
널배추가 더 높은 항암효과를 나타냈다.
4. Growth inhibition test에 의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HT-29 인체 결장암세포를 seeding하고 배추 추출물을
처리한 후 시간에 따른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검토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암세포증식속도의 경
우, 배추 추출물을 처리 후 12시간째부터 대조군과는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시료처리 36시간 이후부터

Fig. 1. Inhibitory effect of baechu cabbage on the growth of
HT-29 human colon carcinoma cells in MTT assay.
a~g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시료 간의 증식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배추
는 growth inhibition test에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특히 터널배추가 노지배추보다 결장암세포
의 성장을 더욱 크게 억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0.01).
5. DAPI staining을 이용한 apoptosis의 관찰

배추의 암세포 생존 및 성장 억제 효과가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에 의한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HT-29
인체 결장암세포를 이용하여 DAPI 염색을 통하여 확인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00μg/ml의 농도로 HT-29 인체
결장암세포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DAPI
염색으로 암세포의 핵을 염색하고 형광현미경에서 관찰
한 결과 노지배추 및 터널배추 처리군에서 대조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선명하게 염색된 apoptosis 유발 암세포의
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배추의 항암효과

Fig. 2. Growth inhibitory effect of baechu cabbage (500μg/ml)
against HT-29 human colon carcinoma cells.

Fig. 3. Appearance of apoptotic body in HT-29 colon carcinoma cells treated with baechu cabbage (×400, 500μg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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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poptosis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TT와 growth
inhibition test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터널배추를 처리한
군이 노지배추에 비해 더 많은 apoptotic body를 생성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3).
6. Bcl-2 family의 발현에 미치는 배추의 영향

Apoptosis의 유발에 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인
Bcl-2 family 중 Bcl-2는 anti-apoptotic 분자로 apoptosis 유발
을 억제하고, Bax는 pro-apoptotic 분자로 apoptosis 유발과
관련이 있다. Bcl-2와 Bax는 서로 heterodimer를 이루며 미
세한 발현 차이로 apoptosis를 조절한다.25,26) 배추에 의한
apoptosis가 이들 유전자 발현조절과 연관이 있는 지 조사
한 결과,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HT-29 세포에서 배추
처리에 의해 Bax의 발현을 증가되고 Bcl-2 유전자의 발현
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지배
추의 Bcl-2 단백질 발현은 대조군과 거의 유사하지만 터
널배추의 경우 그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RT-PCR에 의한 Bcl-2 유전자의 전사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ax의 경
우 노지배추 및 터널배추는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
고, 특히 터널배추의 경우 유전자 발현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배추에 의한 apoptosis유
발에는 Bcl-2 family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 Regulation of Bax and Bcl-2 by baechu cabbage.
(A) HT-29 cells were incubated with baechu cabbage (500μg/ml)
for 48 hr, total RNA was isolated using an Trizol reagent and
RT-PCR was performed using indicated primers. The amplified
PCR products were run in an 1%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GAPDH was used as a house-keeping control gene.
(B) HT-29 cells were incubated with baechu cabbage (500μg/ml)
for 48 hr, lysed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anti-Bcl-2 and
anti-Bax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with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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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추에 의한 p53 및 p21의 유전자 발현 증가

p21은 DNA 손상에 의한 종양억제유전자 p53에 의해
조절을 받으며, 이는 세포주기 상 G1기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세포주기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조절인자로
알려져 왔다. p21은 세포주기 상 G1기의 조절뿐만 아니
라 G/M기를 포함한 세포주기 전반에 걸친 조절자로, 세
포분화와 노화 및 apoptosis에도 관여하는 세포증식에 가
장 중요한 조절인자로 인식되어져 있다.
Fig. 5의 결과 배추 처리에 의해 p53의 발현은 다소 증
가하였으나, p21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었
다. p53 발현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배추 처리군은 증
가하였고, 특히 터널배추에서 노지배추에 비하여 발현
이 더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p21의 경우 노지배
추 및 터널배추는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특히 터
널배추의 경우 유전자 발현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배추는 p53과 p21을 조절하여 암세
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배추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이년초로, 배추를 포함한
녹황색 채소가 뛰어난 항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배추가 주재료인 김치의 항산화, 항비만, 항
돌연변이 및 항암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배추 중

Fig. 5. Induction of tumor suppressor p53 and Cdk inhibitor
p21WAF1/CIP1 by baechu cabbage.
(A) After 48hr incubation with baechu cabbage (500μg/ml), total
RNA was isolated using an Trizol reagent and RT-PCR was performed using p53 and p21 primers. The amplified PCR products
were run in an 1%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GAPDH was used as a house-keeping control gene. (B) HT-29
cells were incubated with baechu cabbage (500μg/ml) for 48 hr,
lysed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 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anti-p53 and anti- p21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with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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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배추 그 자체의 항돌연변이 및 항암 기능성을 검토하
였다.
배추의 이화학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무기질 및 비타
민 함량이 노지배추보다 터널배추가 더 높았다. 이는 터
널재배 특성 상 적절한 온도가 잘 유지되고, 기타 생장에
필요한 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어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김치의 주재료가 되는 배추는 직접돌연변이원 MNNG
와 간접돌연변이원 AFB1에 대하여 돌연변이를 억제하였
다. 또한 재배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터널배추가 노지배
추에 비해 항돌연변이 정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일반성
분 분석 시 무기질의 Ca, P, K, Mg와 β-carotene 등의 유
효 성분들의 함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HT-29 인체 결장암세포를 이용하여 MTT assay로 결장
암세포 생존 저해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배추는 농도의존
적으로 생존 저해 효과를 보였다. 또한 터널배추는 노지
배추와 비교 시 높은 암세포 생존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
다. 이것은 배추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식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대표적인 steroid
화합물로서 β-sitosterol은 식물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성분일 뿐 만 아니라 항암활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27∼30)
와 같이,
배추에 포함된 phytochemical들에 의해 배추
가 주재료인 김치의 항암활성 뿐 만 아니라 배추 그 자
체의 항암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배추는 growth inhibition test에서 결장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터널재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MTT assay와 growth inhibition
test에서 배추는 HT-29 세포의 생존 및 성장을 저해함을
알 수 있었으며, 배추는 실험 또는 역학적으로 보고된
30,31)
간암, 폐암, 방광암 등에 대한 항암효과뿐만 아니라
결장암세포에도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항암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500μg/ml의 농도
로 HT-29 인체 결장암세포에 처리한 후 DAPI staining을
통해 암세포의 핵의 형태학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
apoptotic body의 출현을 확실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를 통하여 배추 추출물에 의한 암세포 생존 및 성장 억
제 효과가 apoptosis 유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추 추출물에 의한 apoptosis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western blot과 RT-PCR을 통해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사
하였을 때, apoptosis의 유발에 관여하는 Bcl-2 family 중
pro-apoptotic 분자인 Bax의 증가와 anti-apoptotic 분자인
Bcl-2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암세포의 악
성도와 큰 연관이 있는 종양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p53

과 DNA 손상 이후 세포주기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DNA가 손상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p53에 의해 영
향을 받는 p2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
다. 특히 세포증식 억제 신호에 의해 유도되는 Cdk inhibitor 중 Cdk2와 결합하여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
진 CIP/KIP family 중 하나로 세포주기상 G1기에서 세포
증식을 억제하여 세포주기조절인자인 p21의 발현이 유
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배추에서
동정된 β-sitosterol, indole-3-acetonitrile, 4-methoxyindole-332)
acetonitrile, methyl ferulate 등의 활성 물질 에 의한 효과
로 보여지며, 특히 β-sitosterol의 apoptosis 효과에 관련된
33)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배추 특히 터널재배 배추는 암세포에 직접적
으로 작용하여 apoptosis를 유도하는 효과를 통해 항암 활
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

김치의 주재료가 되는 배추는 항돌연변이 및 항암활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배추를 이용한 실험에서
재배 방법에 따라 그 기능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
으로 재배하는 노지배추보다는 터널을 만들어 지온의
발산 및 저하를 방지하여 보온유지하는 터널배추의 경
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는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었으며, 항암효과는 apoptosis에 의한 것으로
Bcl-2, Bax, p53, p21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이 있었다. 결
국 배추는 항돌연변이 및 항암 활성을 나타내며 재배 방
법도 그 효과에 영향을 나타내므로 김치의 주재료인 배
추의 재배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건강 기능성을 증진하
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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