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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ought to study the qualities and scientific benefits of Dongchimi, a traditional Korean food. We compared and

analyzed ingredients used for the appearance and storability of dongchimi - honggot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cockscomb (Celosia cristata L.), and beet Beta vulgaris L.). We specifically examined the antioxidative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pigments from extracts of these ingredients. Distilled water (H2O) and 1% citric acid were used to safely extract

pigments.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the pigments was then measured for total phenolic compounds, SOD (Super Oxide

Dismutase), and EDA (Electron Donation Ability) by DPPH.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was also assessed by a Paper disc

solution. Our results show that the pigments had sufficient antioxidative activity and had antibacterial properties against

Gram positive and negative bacteria. In particular, Cockscomb (used for enhancing color) contained the highest amount of

polyphenol compounds and had the most efficient antioxida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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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일, 채소, 곡류와 같은 상용식물(culinary plants),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용식물(medicinal plants), 그리고 맛과

향기를 제공하는 향신식물(spic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

로부터 유래되는 수십종의 파이토뉴트리언트(phytonutrients)

가 있고, 이와 같은 파이토뉴트리언트의 유용성은 최근 다양

한 종류의 과일, 채소 섭취 권장과 함께 컬러푸드 섭취운동

으로 전개되고 있다(한국영양학회 2011).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다양한 천연 식물에서 필요한 색소

를 생산하여 식용 및 염료용 색소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

에 이르러 색소 적용의 편의성과 경제성, 지속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성색소가 천연 색소에 대체하

여 사용되게 되었다(Boo 등 2011). 현재 식품가공에는 적색

계통의 색소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Newsome 1986),

천연 색소 적색원 중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파프리카

(paprika), 코치닐(cochineal), 비트(beet), 선인장 열매에서 추

출한 베타닌(betanin) 색소 및 안토시아닌(anthocyanin) 등이

있다. 이들 중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색소로서 수분을 함유하

는 식품에 첨가하여 매력적인 색을 부여할 수 있다(Markakis

1982).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류 중 국물김치로 가장 보편화된 동

치미는 양념류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국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며 국물에 생성된 젖산을 비롯한 각종 유

기산과 이산화탄소가 주는 독특한 맛과 상쾌한 청량감의 탄

산미 그리고 무가 씹힐 때 느껴지는 아삭아삭한 텍스쳐 때

문에 예부터 즐겨 찾던 김치이다(Lee & Lee 1997). 동치미

는 주로 겨울철에 무를 통째로 담그는 통 동치미가 일반적

이었으나 냉장고 등의 보급이 일반화 된 후 겨울철뿐만 아

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적당히 잘라서 편리하게 사계절 이용

하고 있다.

하지만 동치미는 발효와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풍미의 변화

가 일어나는데 과숙되면 이러한 풍미와 조직감이 급격히 저하

되어 동치미로서의 특성을 잃게 된다. 장기 저장시 동치미에

서 나타나는 신맛, 군덕맛, 그리고 무 조직의 연화는 동치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동

치미의 저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연구들에는 첨가물에 관한 연구(Hwang &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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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Moon & Jang 2004), 저온저장(Jeong 등 1997; Noh

등 2009), 열처리(Kang 등 1991), 동결처리(Lee 등 1999), 초

임계처리(Hong 등 2008) 그리고 향신료 및 천연부재료 첨가

효과(Jang 등 2000; Park 2005; Park & Jang 2006)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동치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식기간을 연

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연구

들은 식품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성보존료 대신

천연항균성 물질의 첨가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증진시키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신료로 서양에서는 주로 oregano, basil, sage 등이 사용되

며, 국내에서는 파, 마늘, 고추 등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

밖에 허브의 소화촉진, 항균, 살균, 산화방지 등의 작용이 알

려지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on 등 2005). 임원십육지

(이 등 2007), 규합총서(정 2008), 수운잡방(윤 1998) 등의

고조리서에서도 동치미에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하여 동치미

맛을 다양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치미 저장기간도 연장시

켰음을 알 수 있다.

파이토뉴트리언트(phytonutrients)가 풍부한 천연식재료 중

특히 홍갓과 맨드라미는 전통적으로 동치미에 색을 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식재료이며, 비트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뿌

리채소로 최근 붉은 색소원(color source)으로 다양한 음식에

응용되고 있어 컬러 동치미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된

다. 이들 홍갓, 맨드라미, 비트 등 적자색 식재료에 많은 안

토시아닌(anthocyanin)은 페놀성 화합물에 속하며 수용성 플

라보노이드계 색소로서 항암, 항산화, 항바이러스, 면역증강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등 2009; Kim 등 2010). 또한 안토사이안은 pH에 따라 색

이 변하므로, 동치미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무의 당이 유기산

으로 변화하여 동치미 국물이 산성으로 변화하는데 안토시

안은 산성에서 안정된 빨간색을 나타냄에 따라 안토사이안

천연 색소의 첨가는 동치미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관능적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치미의 관능성과 저장성 향

상을 위해 활용되었던 홍갓(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맨드라미(Celosia cristata L.)와 현재 식품소재로서 많

이 이용되고 있는 비트(Beta vulgaris L.)에서 안토시아닌 색

소를 추출하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균력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컬러동치미 제조

가공적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할뿐만 아니라 소

비자의 다양한 기호 변화에 맞추어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전

통음식의 과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한식의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자 시도 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맨드라미(Celosia cristata L.)는 2011년

7월 직접 파종하여 10월 수확한 후 자연 건조하여 사용하였

으며, 홍갓(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은 2012년 3월

순천시 소재 오병이어 영농조합 법인에서 수확한 것으로 길

이 45-48 cm, 무게 94 g 내외의 것의 잎사귀를 잘게 다져서

사용하였다. 비트(Beta vulgaris L.)는 2012년 3월 인근 재래

시장에서 구입한 지름 10-14 cm의 것을 외피 제거 후 잘게

다져서 사용하였다.

2. 색소 추출물 제조

안토시아닌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인체에 가장 안정하며,

추출 후 음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증류수(H2O)와 구연

산(citric acid)을 사용하였다. 보통 anthocyanin 색소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추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HCl이나 유기산을

사용하여 용매를 산성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는데 Lee 등(2000)

의 연구에 의하면 HCl과 같은 강산보다는 citric acid와 같은

유기산을 사용하는 것이 anthocyanin 색소의 안정성을 확보하

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용매에 사용된 증류수

는 증류수 제조기에서 제조된 1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색소추출은 CHMLAB(F1002-240) 필터를 이용하여 용매

200 mL에 시료 20 g을 넣어 12,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정치

추출 하여 5oC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색소 추출량은 분

광광도계(Perkin Elmer Lambda 25, USA) 흡광도로써 추정

하였다. 안토시아닌의 일종인 베타시아닌(betacyanin)의 최대

흡수파장이 530-545 nm이기 때문에 530 nm 조건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김 1999).

3. 항산화 활성의 측정

1) 페놀성 화합물

추출물 0.1 mL에 2% Na2CO3을 2.0 mL 가하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정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페놀성 화합물 정량을 위한 검량선은 catechin을 이

용하여 0-1.0 mg/mL의 농도로 작성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3

회 반복하였다.

2) SOD(super oxide dismutase) 유사활성 측정

시험관에 Tris-HCl buffer 3 mL, 0.2 mM pyrogallol 0.2

mL, 추출물 0.2 mL를 가하고 25oC에서 10분 방치한 후,

1 N HCl 1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liked activity (%)=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군의 흡광도

3) 전자공여능(EDA:electron donating ability) 측정

DPPH 라디칼은 매우 안정한 자유 라디칼(free radical)이

100
A

B
---- 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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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라디칼을 소거하는 정도로써 항산화 작용을 평가하였

다. DPPH 용액 180 µL와 추출물을 각각 26 µL씩 가하고

인큐베이터(JEIO TECH IB-600M, Korea)에서 차광 상태로

37oC에서 2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spectrofluouometer

(Perkin Elmer Lambda 25, US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추출물 0.5 mL에 0.15 mM DPPH 용

액 3.5 mL 가하여 잘 섞은 후 517 nm에서 30분간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EDA (%)=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군의 흡광도

4)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시험관에 0.1 mM FeSO4/EDTA 용액 0.2 mL, 10 mM 2-

deoxyribose 0.2 mL, 추출물 0.1 mL와 0.1 M phosphate buffer

(pH 7.4) 1.3 mL, 10 mM H2O2 0.2 mL를 가하고, 37oC

incubator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20% TCA(trichloroacetic

acid)용액 1 mL를 가하여 100oC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급속

히 냉각시켜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군의 흡광도

4. 항균력 측정

시료 추출물의 항균성 검정을 위하여 세균 4종을 사용하

였으며 <Table 1>과 같다. 균의 생육 배지는 액체영양배지

(Difco, USA)를 사용하였으며, 세균의 한천영양배지의 배양

온도는 37oC로 하였다.

천연재료 추출물의 항균력은 paper disc법으로 측정하였

다. 즉, 액체배지에서 12시간 배양된 균주들을 접종한 후 천

연 추출물을 묻힌 paper disc를 올려놓고 12시간 배양하여

disc 주위에 나타나는 저해환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항균력

측정에는 12시간 추출물과 24시간 추출물을 가지고 측정, 비

교하였다.

5.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Mean±SD로 나타내었고, 분석된 실험 데이터

는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홍갓, 맨드라미, 비트 추출 색소의 항산화 활성

1) 총 폴리페놀 함량

세포가 성장하면서 발생되는 자유라디칼(free radical)에 의

해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데 페놀성 화합물은 환원성이

강해서 free radical에 전자를 공여하여 산화를 억제하는 항

산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chez 등 2007).

식물에는 산화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유해산소 소거활성

분자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고등식물에서 발견되는 천

연 항산화 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페놀성

화합물이다. 페놀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나 페놀분자의 환상

구조에 치환기로서 수산기(-OH)가 더해짐에 따라 일반적으

로 독성이 저하하고 항산화활성과 라디칼 소거 활성이 증가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페놀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이 안토시

아닌이다(Larson 1988).

동치미에 첨가하기 위한 안토시아닌 색소 추출물의 기능

성을 검증하기 위해 1% 구연산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비트,

맨드라미, 홍갓을 추출한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

한 결과 <Figure 1>과 같다. 비트 증류수 추출물(BW)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평균 0.91±0.01 mg/mL, 1% 구연산 추출물

(BC)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평균 0.87±0.01 mg/mL, 맨드라

미 증류수 추출물(CW)의 경우 평균 1.19±0.00 mg/mL, 구연

산 추출물(CC)은 평균 0.91±0.01 mg/mL이며, 홍갓 색소의

증류수 추출물(MW)은 평균 1.08±0.0 mg/mL, 구연산 추출

100
A

B
---- 100×⎝ ⎠
⎛ ⎞–

B A–

B
-------------- 100×

<Table 1> List of bacteria used for the experiments

Gram (-)
E. coli

Salmonella Enteritidis

Gram (+)
Bacillus substilis

Staphylococcus aureus

<Figure 1>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of Brassica juncea Czer-

niak et coss, Celosia cristata L., and Beta vulgaris L.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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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MC)은 평균 0.9±0.00 mg/mL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

트, 맨드라미, 홍갓 중 맨드라미의 증류수 추출물(CW)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홍갓 증류수 추출

물(MW)이었으며, 비트 구연산 추출물(BC)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Wen(2006) 등의 보고에서도 맨드라미의 주요한 유효성분

으로 betacyanin, kaempferitrin, amaranthin, pinito, cristatein

등 뿐만 아니라 많은 페놀(phenolic)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

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에 두드러진 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산 맨드라미의 말린꽃에 3-5%의 betacyanin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베타시아닌은 레드비트(red beet)의 베

타시아닌과 매우 흡사하고, 맨드라미꽃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어졌다(Lee 등 1989).

2) SOD 유사활성

SOD 유사활성 물질은 생체내 효소는 아니지만 SOD와 유

사한 역할을 하는 저분자 물질로 주로 파이토케미칼

(phytochemicals)에 속하며 superoxide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산화적 장애를 방어할 수 있다(Kim 등 2005). 즉, 비트, 맨

드라미, 홍갓 내에 SOD 유사 활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pyrogallol이 수용액에서 빠르게 자동산화(autooxidation)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억제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시료의 효

능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트, 맨드라미, 홍갓 추출물의 SOD 활성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샘플별 SOD 활성도는 차이를 나타냈다

(p<0.01). 비트, 맨드라미, 홍갓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맨드라미 증류수 추출물(CW)이 88.21±1.94%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이 비트 증류수 추출물(BW)의 SOD 활성도

82.57±2.55%이며, 홍갓 증류수 추출물(MW) 75.69±4.91%,

홍갓 구연산 추출물(MC) 66.52±3.16%이며, 비트 구연산 추

출물(BC)과 맨드라미 구연산 추출물(CC)이 가장 낮은 활성

도인 61.31±4.21%로 나타났다.

비트, 맨드라미, 홍갓 중 맨드라미 증류수 추출물(CW)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같이 SOD 유사 활

성도 맨드라미 증류수 추출물(CW)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력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맨드라미 구연산 추출물(CC)이 가

장 낮은 SOD 활성을 보인 것은 SOD 활성이 산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Korycka-Dahl 등 1979) 맨드라미를

추출한 용매인 1% 구연산이 pH 2 정도로 높은 산도를 보여

효소 활성이 저해된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 높은 SOD 유사 활성도를 보인 추출물은 비트

증류수 추출물(BW)이다. 비트의 뿌리 조직에 있는 대표적인

색소인 베타라인(betalains)은 자유 라디칼 소거능에 매우 효

과적이어서 활성 산소 및 자유라디칼에 의해 유도된 지질과

산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liszcznska-Swiglo 등

2006). Kanner 등(2001)도 betalains류가 매우 적은 농도로도

지질과산화를 저해하고 이러한 능력은 카테킨(catechins)과

다른 flavonoids 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3)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는 자체가 비교적 안

정된 free radical을 지니고 있는 화합물로 항산화 물질에 의

해 환원되어 항산화 능력을 확인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물질

로서 DPPH를 이용한 유리 라디칼 소거 반응은 항산화 물질

의 전자공여능으로 인해 방향족 화합물 및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자색의 탈색 정도를 지표로 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Choi 등 1994). Free radical인 DPPH는

안정한 형태이나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성분에 의해 환

원되어 자신의 짙은 자색이 탈색되면서 유리기를 상실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Halliwell & Gutteridege 1986).

비효소계 시스템에서의 비트, 맨드라미, 홍갓 색소 추출물

의 항산화능을 비교하기 위한 DPPH 분석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비트, 맨드라미, 홍갓 색소 추출물에 대한 DPPH 활

성도는 30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두 유의수준(p<0.001)

에서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다. 그 중 맨드라미 증류수 추출

물(CW)이 20.82%로 가장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으며, 홍갓

증류수 추출물(MW)이 18.24%, 홍갓 구연산 추출물(MC)이

16.46%였고, 비트 구연산 추출물(BC)과 맨드라미 구연산 추

출물(CC)이 각각 13.52%와 12.98%로 비슷하였고, 비트 증

류수 추출물(BW)은 12.13%로 가장 낮은 활성도를 나타냈

다. Pyo 등(2008)의 연구에서도 DPPH를 이용한 유리 라디

<Table 2> Analysis of SOD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of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Celosia cristata L.,

and Beta vulgaris L. extractions

Samples
SOD-liked activity(%)

Before8) After9)

Control1) 0.00±0.0010)

BW2) 0.01±0.00 82.57±2.55ab11)

BC3) 0.01±0.00 61.31±4.21c

CW4) 0.02±0.00 88.21±1.94a

CC5) 0.01±0.00 61.31±4.21c

MW6) 0.01±0.00 75.69±4.91

MC7) 0.01±0.00 66.52±3.16c

p-value <0.0001

1)Control: Water substitute Sample
2)BW: Beta vulgaris Water extraction
3)BC: Beta vulgaris 1% Citric acid extraction 
4)CW: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5)CC: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6)MW: Brassica juncea Czerniak et. Water extraction
7)MC: Brassica juncea Czerniak et. 1% Citric acid extraction
8)Response time is 0 minute
9)Response time is 10 minute
10)Mean±SD
11)abcde: Means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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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소거 반응에서 맨드라미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강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등(2009)의

연구에서도 비트 물 추출물이 cell system에서 MeOH 분획

물 보다는 낮았지만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Pavlov 등(2005)도 비트 유래 베타라인(betalains)

이 합성항산화제인 BHT(butylated hydroxytoluene)와 비교될

만큼 높은 유리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 하였다.

Lee 등(2005)도 13가지 채소류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살

펴 본 결과 그 중 비트 잎의 라디칼 소거능이 우수하였고 총

페놀함량도 높아 비트의 항산화 활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고 하였고, 비트 뿌리에 의한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

여 우수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추출 용매에 따른 맨드라미, 비트, 홍갓 색소의 항산화력

결과는 1% 구연산 용액(C)보다 증류수(W)로 추출한 것이

모두 총 폴리페놀 함량과 SOD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

만, DPPH 소거능에서는 비트 구연산 추출물(BC)이 비트 증

류수 추출물(BW) 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는 비트 뿌리

를 물로 추출한 비트 레드 색소의 주요성분인 베타닌

(betanin, C24H26O13N2=550.48)은 링 구조에 질소와 글리코

시드잔기를 포함하며, 선명한 적색색소로 특히 pH 4-7 정도

의 약산성에서 안정하기 때문이다(Lee 등 2005). 즉, 비트의

주색소인 베타닌이 약산성 조건에서 안정화되는 특성으로 다

른 시료에 비해 비트는 물로 추출하는 것보다 구연산으로 추

출 하였을 때 DPPH라디칼 소거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4)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

Hydroxy radical은 금속과 반응시 생성되는 radical로 열화

학적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염기를 변형시키거나 때로는 구

성당을 분해하기도 하며 단백질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Richard 1997). 따라서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은 Fenton

reaction에 의해 생성된 hydroxyl radical이 deoxyribose를

분해하고 이때 생성된 malonaldehyde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는 항산화능의

중요한 척도로 이용된다(Kwon 등 2007). 비트, 맨드라미, 홍

갓 등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s)의 항산화

성은 주로 B ring에서 O-dihydroxy 구조의 환원력과 기타

구조 특성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다른 화합물에 의한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Noda 등 2000).

동치미 품질특성 향상을 위한 부재료들의 항산화력을 살

펴보기 위한 색소 추출물의 hydroxy radical 소거능 분석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과 SOD 활성,

DPPH 소거능 등의 결과와 유사하게 맨드라미 추출물의

hydroxy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았다. 그 중 맨드라미 구연

산 추출물(CC)의 소거능이 79.65±0.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홍갓 구연산 추출물(MC) 78.94±0.21%로 높았으며,

맨드라미 증류수 추출물(CW) 역시 78.34±0.60%로 높게 나

타났다. 비트 증류수 추출물(BW)은 75.50±0.04%로 가장 낮

은 hydroxy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안토시아닌

색소 재료와 추출 용매에 따른 라디칼 소거능의 차이는 모

두 높은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량의 평균 차이가 있었다.

비트, 맨드라미, 홍갓 색소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SOD 활

성, DPPH 소거능의 결과와 hydroxy radical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구연산 추출물(C)의 hydroxy radical 소거능이 증류수

추출물(W)의 소거능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ee &

<Table 3> Individual antioxidative activity of the extractions

Samples
Antioxidative activity (%)

A (0 min) B (30 min) B-A p-value

BW1) 08.46 12.13e 3.67 0.0001

BC2) 08.76 12.98d 4.22 <0.0001

CW3) 12.65 20.82a 8.17 <0.0001

CC4) 10.34 13.52d 3.18 <0.0001

MW5) 14.65 18.24b 3.59 0.0001

MC6) 13.44 16.46c 3.02 <0.0001

p-value <0.0001

1)BW: Beta vulgaris Water extraction
2)BC: Beta vulgaris 1% Citric acid extraction 
3)CW: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4)CC: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5)MW: Brassica juncea Czerniak et. Water extraction
6)MC: Brassica juncea Czerniak et. 1% Citric acid extraction
abcde: Means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Th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the

extractions

Samples
Hydroxyl radical activity (%)

Before9) After10)

Control1) 1.27±0.008)

BW2) 0.27±0.01 75.50±0.04d

BC3) 0.26±0.00 78.11±0.27c

CW4) 0.31±0.00 78.34±0.60bc

CC5) 0.28±0.00 79.65±0.10a

MW6) 0.28±0.00 78.15±0.24c

MC7) 0.27±0.00 78.94±0.21b

p-value <0.0001

1)Control : Water substitute Sample
2)BW: Beta vulgaris Water extraction
3)BC: Beta vulgaris 1% Citric acid extraction 
4)CW: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5)CC: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6)MW: Brassica juncea Czerniak et. Water extraction
7)MC: Brassica juncea Czerniak et. 1% Citric acid extraction
8)Mean±SD
abcd: Means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9)Response time is 0 minute
10)Response time is 10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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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2005)의 연구에서 브로콜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활성

은 산성 pH에서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알칼리 쪽으로 pH가

증가할수록 브로콜리가 가지는 라디칼 소거 활성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 한 바와 같이 산성 조건일 때 hydroxy

radical 소거능이 보다 왕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Han 등(1987)이 갓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시

금치보다 활성이 강하였으며 유효성분 중의 하나로 시나파

인(sinapine)을 분리하여 갓의 항산화작용이 있음을 보고한

것과 같이 홍갓 추출물의 hydroxy radical 소거능도 맨드라

미 추출물 다음으로 높은 hydroxy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냈

음을 확인하였다.

3. 홍갓, 맨드라미, 비트 추출 색소의 항균력

1) 홍갓 색소 추출물의 항균력

갓의 기능성 연구로는 갓의 조직이 절단 또는 상처를 받

으면 조직 중에 존재하는 myrosinase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sinigrin에 작용하여 glucose, 함황성분과 그 관련물질 등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allylisothiocyanate(AIT)는 갓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으로 독특한 매운 맛을 낼 뿐 아니

라 항균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다(Dorman & Deans 2000).

<Table 5>에서와 같이 홍갓 추출물에 대한 항균 활성은 2

종류의 Gram(+) bacteria, 2종류의 Gram(-) bacteria에 대하

여 disc 확산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균에 대해 clear zone

을 형성하였다. 홍갓 색소의 항균력은 12시간 구연산 추출물

은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모든 균주

에 있어 저해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E. coli 균주에서 10

mm2 이상의 강력한 항균력을 나타냈고, B. substilis 균주에

서도 5-10 mm2의 강한 항균력을 보였다. 홍갓 24시간 구연

산 추출물에서도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모든 균주에 있어 저해환을 나타냈으며, E. coli, B.

substilis 균주에 모두 10 mm2 이상의 강력한 항균력을 나타

냈으며, S. aureus 균주에서도 5-10 mm2의 강한 항균력을 보

였다.

다만 홍갓 색소를 추출한 용매가 증류수(W)인 경우는 항

균력이 나타나지 않았으추출시간을 12시간과 24시간으로 구

분하여 실험한 결과 시간차에 대한 항균력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며, 구연산(C)으로 홍갓 색소를 추출한 경우 모

든 균에 대해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Kang(1995)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용매에 의해 갓에서 추

출한 분획물의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갓의 항균 물질은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모든 균주에서 현저한 생육 억제 효

과가 나타났으나, 물에 의한 추출물의 항균성은 B. subtilis,

E. coli, S. aureus 등 일부 균주에서 약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갓 중의 항균성 물질은 특정용매에만 용해되지 않고 한

가지 성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분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im 등(2009)은 구

연산을 이용한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본 결과 1% 구연산 처

리구에서 미생물 저감화 효과가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본

연구 결과의 구연산으로 홍갓 색소를 추출한 분획물의 항균

효과가 물 추출물보다 큰 것은 용매 자체의 항균효과를 배

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식물체에서 분리한 phenol화합물이 각종 세균, 효모의 생

육 억제활성 및 효소 저해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Choi

등 2001), 특히 십자화과 채소에는 glucosinolate, 페놀, 플라

보노이드, 함황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홍갓의 항

균 효과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12시간 구연산 용매로 추출한 홍갓 색소가 가장 강한 항균

력을 보인 균주는 E. coli균이다. Escherichia coli는 온혈동

물의 대장과 소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박테리아다. 대부분

의 대장균의 변종은 해롭지 않지만 항원 O157 등은 사람의

식중독을 일으키며 가끔 대규모의 식품 리콜의 원인이 된

다. 독성인자가 있으면서 대장균에 의해 야기되는 질환은 설

사, 비뇨기계 감염, 신생아 수막염, 쇠약해진 입원환자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람음성 패혈증 등이 있다(홍 등 1993).

위와 같이 홍갓 색소의 강한 항균력은 동치미의 발효와 숙

성 중 일어나는 조직감 과 풍미 저하를 억제하여 동치미 품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Lim 등(2000)의 연

구에서도 갓에서 유리된 성분들은 효모, 곰팡이, 각종 박테

리아 등에 대해 항균력이 있어서 갓김치로 제조시에 미생물

군에 항균작용을 하여 갓김치의 발효를 지연시켜 저장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2) 비트 색소 추출물의 항균력

<Table 6>, <Figure 2>에서와 같이 비트 추출물에 대한

항균 활성은 2종류의 Gram(+) bacteria, 2종류의 Gram(-)

bacteria에 대하여 disc 확산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균에 대

해 Clear zone을 형성하였다. 비트 색소의 항균력은 12시간

구연산 추출물이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모든 균주에 있어 저해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B.

substilis 균주에서는 5-10 mm2 크기의 강한 항균력을 보였다.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ies of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extraction against various microorganisms

Samples
Antimicrobial activities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1H121) - - - -

1H242) - - - -

3H123) ++ ± + ±

3H244) ++ ± ++ +

Clear zone ±: less than 5 mm2/+: 5-10 mm2/++: greater than 10 mm2

1)1H12: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Water extraction for 12 hr 
2)1H24: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Water extraction for 24 hr
3)3H12: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4)3H24: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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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4시간 구연산 추출물에서는 E. coli를 제외한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세 균주에 있어서 5 mm2

이하의 저해환을 나타냈다.

용매에 따른 비트 색소 추출물 중 구연산(C) 용매의 경우

모든 균주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냈으나, 증류수(W) 추출물

인 경우 B. substilis 균주의 5 mm2 이하의 약한 항균력을

제외하고는 저해환이 나타나지 않았다. 추출시간을 12시간과

24시간으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B. substilis 균주를 제외하

고는 시간차에 대한 항균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홍갓, 맨드라미와는 다르게 비트 추출물에서 강한 항균력

을 나타내는 균주는 B. substilis이다. Bacillus substilis는 자

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비병원성 세균으로, 막대 모양의 간균

으로 편모가 있어 활발히 운동한다. 이 균의 특징은 아포(芽

胞)를 갖고 있어 저항력이 강하며, 균체는 글리코겐을 함유

하는 그람양성균인 점과 다수의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산을

생성하는 점이다. 쌀밥이 부패하는 원인도 이 균에 의한 경

우가 많다(홍 등 1993).

위와 같이 비트 추출물의 항균력 특징은 Gram(-)인 E.

coli에 대한 저해환의 크기가 가장 작았으나, Gram(+)인 B.

substilis에 대해서는 증류수 추출물에서도 저해환을 나타내

Gram(+) bacteria에 대한 항균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Lee & Park(2005)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추출물의

항균성 검정에서 음성균에서는 전혀 항균성을 보이지 않았

으나, 양성균 중 B. amyloliquefaciens에서 브로콜리 꽃과 꽃

줄기 추출물이 두드러진 항균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3) 맨드라미 색소 추출물의 항균력

맨드라미에는 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페놀성 화합물

(phenolic)이 있어 다양한 약리적, 생물학적인 활성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강한 항바이러스 단백질인 2개의 유

력한 당단백질 CCP-25와 CCP-27가 꽃이 피고 있는 성장

시기 단계의 맨드라미 잎들에서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Begam 등 2006).

맨드라미 구연산 추출물에 대한 항균 활성은 <Table 7>,

<Figure 3>과 같이 2종류의 Gram(+) bacteria, 2종류의

Gram(-) bacteria에 대하여 모든 균에 대해 clear zone을 형

성하였다. 12시간 구연산 추출물의 경우 S. enteritidis 균주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E. coli, B. substilis, S.

aureus 세 균주에서는 5-10 mm2 이상의 항균력을 보였다.

<Table 6> Antimicrobial activities of Beta vulgaris L. extraction

against various microorganisms

Samples
Antimicrobial activities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1B121) - - - -

1B 242) - - ± -

3B123) ± ± + ±

3B244) - ± ± ±

Clear zone ±: less than 5 mm2/+: 5-10 mm2/++: greater than 10 mm2

1)1B12: Beta vulgaris L. Water extraction for 12 hr 
2)1B24: Beta vulgaris L. Water extraction for 24 hr
3)3B12: Beta vulgaris L.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4)3B24: Beta vulgaris L.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Figure 2> Inhibition hole obtained by the agar diffusion method for 1B12-3M24 on B. subtilis and S. aureus which are the types of Gram pos-

itive

1B12: Beta vulgaris Water extraction for 12 hr 

1B24: Beta vulgaris Water extraction for 24 hr 

3B12: Beta vulgari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3B24: Beta vulgari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1H12: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Water extraction for 12 hr

1H24: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Water extraction for 24 hr

3H12: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3H24: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1M12: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for 12 hr

1M24: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for 24 hr

3M12: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3M24: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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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구연산 추출물의 경우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모든 균주에 있어 저해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Gram(-)인 E. coli, Gram(+)인 B. substilis 균주에서

는 5-10 mm2 이상의 강한 항균력이 나타났다. Abdel-Ghani

(2001)에 따르면 맨드라미에 들어 있는 flavonoid 중의 하나

인 캠페리트린(Kaempferitrin, C24H30O14)은 그람음성균의 외

막 구성성분이며 발열물질로 알려진 엔도톡신을 저해하고 E.

coli에 대항하는 anti-bacterial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으

며, Gram(+)과 Gram(-) 균에서 여러 가지 antibiotic 효과와

antimicrobial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맨드라미 구연산 추출물은 Gram(+)과 Gram(-)

bacteria 모두에서 항균력을 나타냈으며, 특히 B. substilis, S.

aures와 같은 그람양성균에서 조금 더 강한 항균력을 나타냈

다. Lee 등(2006)의 보고에 의하면 싸리나무(Lespedeza

bicolor) 추출물의 경우에도 그람음성균보다 그람양성균에 대

한 항균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싸리나무 추출물

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인지질,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리포프로테인 등으로 구성된 그람양성

균의 세포외막(outer membrane) 투과성이 높아 그람양성균

에 대한 항균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맨드라미 추출물이 강한 항균력을 보인 Staphylococcus

aures는 1978년 Koch가 화농염증 검체에서 처음 발견한 포

도상구균이다. 그람 양성균으로 포도송이 모양의 불규칙한

배열을 하고 있으며 사람의 피부와 구강, 인후 점막에 상재

하고 분포하는 균이다.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의

하나이며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 중이염, 방광염 등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Galis 1984).

Mc Swan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식물에 들어 있는 페

놀성 화합물(phenolic compound)는 낮은 수용성에도 불구하

고 hyroxyl group이 있어 항균활성이 높고, 이들 물질은 세

포막 구조의 투과벽을 파괴함으로써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고 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동치미의 관능성과 저장성 향상을

위해 활용되었던 홍갓, 맨드라미와 현재 식품소재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트에서 색소를 추출하여 색소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과 항균력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Table 7> Antimicrobial activities of Celosia cristata. extraction

against various microorganisms

Samples
Antimicrobial activities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1M121) - - - -

1M242) - - - -

3M123) ++ - ++ +

3M244) + ± + ±

Clear zone ±: less than 5 mm2/+: 5-10 mm2/++: greater than 10 mm2

1)1M12: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for 12 hr 
2)1M24: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for 24 hr

3)3M12: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4)3M24: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Figure 3> Inhibition hole obtained by the agar diffusion method for 1B12-3M24 on S. enteritidis and E. coli which are the types of Gram neg-

ative

1B12: Beta vulgaris Water extraction for 12 hr 

1B24: Beta vulgaris Water extraction for 24 hr 

3B12: Beta vulgari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3B24: Beta vulgari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1H12: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Water extraction for 12 hr

1H24: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Water extraction for 24 hr

3H12: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3H24: Brassica juncea Czerniak et coss,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1M12: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for 12 hr

1M24: Celosia cristata Water extraction for 24 hr

3M12: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12 hr

3M24: Celosia cristata 1% Citric acid extraction for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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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컬러동치미 제조 가공적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

료로 사용 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변화에 맞

추어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전통음식의 과학적인 고찰을 통

하여 한식의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자 시도 되었다.

색소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증류수(H2O)와 1% 구연산을

사용하였으며 총 페놀성화합물, SOD(superoxide dismutase)

유사활성,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EDA: electron donating

ability),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측정 등을 통하여 추출

색소의 항산화력을 측정하였고, paper disc법을 통하여 추출

물의 항균력을 측정하였다.

홍갓, 맨드라미, 비트 추출 색소의 항산화 활성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세 가지 재료 추출물 중 맨드라미의 증류수 추출

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SOD 유사활성이 가장 높았다. 이

로써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효소계 시스템에서의 비트, 맨드라미, 홍갓

색소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비교하기 위한 DPPH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 있어 높은 항산화 활성도를 나타냈다. 그 중 맨

드라미 증류수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으며,

hydroxy radical 소거능에서도 맨드라미 추출물의 활성이 가

장 높았다.

색소 추출물의 항균력을 disc 확산법으로 측정한 결과 홍

갓 추출물에 대한 항균 활성은 2종류의 Gram(+) bacteria, 2

종류의 Gram(-) bacteria 모든 균에 대해 clear zone을 형성

하였다. 비트 색소의 항균력은 12시간 구연산 추출물이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모든 균주에 있어

저해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B. substilis 균주에서는 5-10

mm2 크기의 강한 항균력을 보였다. 맨드라미 24시간 구연산

추출물의 경우 E. coli, S. enteritidis, B. substilis, S. aureus

모든 균주에 있어 저해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Gram(-)인 E.

coli, Gram(+)인 B. substilis 균주에서는 5-10 mm2 이상의

강한 항균력이 나타났다. 맨드라미 구연산 추출물은 Gram(+)

과 Gram(-) bacteria 모두에서 항균력을 나타냈으나 특히

Gram(+)에서 더 강한 항균력을 나타냈다. 이상에서와 같이

홍갓, 맨드라미, 비트 색소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

타냈으며, Gram(+), Gram(-) bacteria 모두에서 강한 항균력

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

용되었던 맨드라미는 가장 많은 총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효소계, 비효소계 시스템에서 모

두 가장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는 천연

식물색소에 대해 높은 항산화 기능성을 확인함으로서 향후

고부가가치의 식품소재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

사해 주고 있다. 특히 홍갓, 맨드라미, 비트와 같은 안토시아

닌이 풍부한 천연 색소를 첨가한다면 동치미의 저장성을 증

대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감과 풍미 저하를 억제하여 동치미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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