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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me-made broccoli Kochujang (HMBK) was prepared with the addition of 5% broccoli leaf powder. Its phys-
icochemical and functional properties were measured in extracts (80% methanol, 80% ethanol, and distilled water)
and compared with home-made Kochujang (HMK) and factory-produced Kochujang (FPK). Total phenolic con-
tent (TPC) was 22% higher in methanol extract from HMBK (524.2 GAE/100 g) compared to HMK (431.0 GAE/
100 g). TPC was 8% higher in ethanol extract from HMBK (541.9 GAE/100 g) compared to HMK (499.9 GAE/100
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1.6 times higher in the methanol extracts from HMBK than HMK.
In contra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etween HMBK and HMK.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ies in methanol and ethanol extracts from HMBK were similar to HMK, but both
were higher than extracts from FPK (55% and 23% higher, respectively). Inhibition of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tivity in methanol extracts from HMBK was similar to HMK, but it was 2.6 times higher than inhibition
activities from FPK. Interestingly, only ethanol extract from HMBK showed a 10.7% and 18.3% inhibition on
cell growth of the human colon adenocarcinoma grade II cell line (HT-29) and human lung carcinoma cell line
(NCI-H1229),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home-made Kochujang with broccoli leaf powder contains
high total phenolics, antioxidant activities, and 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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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추장은 탄수화물의 가수분해로 생긴 단맛, 콩 단백질에

서 오는 아미노산의 감칠맛, 고추의 매운맛, 소금의 짠맛이

조화를 이룬 식품으로 전통 향신조미료인 동시에 기호식품

이다(1). 고추장의 제조법에는 콩을 자연 발효하여 만든 메

주를 사용하는 재래식 방법과 koji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개

량식 방법이 있는데,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종류와 소금의

농도에 따라 숙성 중의 성분변화가 다양하며, 맛에도 큰 영

향을 미친다. 재래식 고추장은 메주를 띄우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고, 고추장의 숙성과정에서

이들이 분비하는 효소작용에 의해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비교적 숙성기간이 길고 메주에 번식한 세균의 작용으로 제

품에 이취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 혹은 가정마다 원

료 및 담금 방법을 달리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의 제법이 없이 제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개

량식은 주로 국균의 효소작용과 효모의 발효작용에 의하여

풍미를 높이며 발효기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재래

식 고추장과 개량식 고추장은 제조공정, 원료배합, 전분질

원료의 종류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어 이화학적 품질특성

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2,3).

최근 전통식품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고추

장 선택기준은 과거에 중시해온 색, 맛, 향기 등의 관능적

품질특성 이외에 식염의 과잉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식염화

및 기능성 소재의 첨가에 의한 기능성 향상을 중시하는 경향

으로 바뀌고 있다(4). 고추장에 대한 연구로는 제조공정 및

품질표준화를 위한 재래식 및 개량식 고추장의 효모 분포

및 생리특성, 세균수의 변화 및 세균의 동정․분포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미생물 발효에 의한 아미노태질소, 환원당

등의 성분이 숙성 과정 중의 변화 등이 보고되었으며,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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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등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고추장의 품질 및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5,6).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고추장의 항고혈압 및 항암효과 등이 보고되

고 있다(7-9).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로서 부위별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을 비롯하여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

노이드류, 비타민류, 미네랄류가 기능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glucosinolates의 효소적 가수분해 산물인 iso-

thiocyanates, nitriles, sulfides는 항암효과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2). 그런데 브로콜

리는 주로 화뢰 부분만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중량의 약 70%에 이르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브로콜리 비가식부를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이용한 가공

식품에 관한 연구로는 브로콜리 분말을 첨가한 빵류의 품질

특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고추장을 제조하기 위하여

브로콜리잎 분말을 첨가하여 고추장을 제조하였으며, 80%

메탄올, 80% 에탄올, 물로 추출하여 총페놀 함량과 항산화

및 항암활성을 분석하여 재래식 고추장 및 개량식 고추장과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브로콜리잎 분말 첨가 고추장은 제주지역에서 재배한 브

로콜리의 잎을 건조한 후 분말화하여 도내 전통장류 제조업

체인 D영농조합에서 재래식 고추장 제조시 첨가하여 제조

하도록 기술 지도하였다. 개량식 고추장은 시내 대형매장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재래식 고추장의 성분비율은 고춧

가루(국내산) 35%, 메주분말(제주콩메주) 11%, 조청(국내

산) 7%, 찹쌀가루(국내산) 8%, 천일염(국내산) 10%, 정제수

29%이며, 브로콜리 고추장은 재래식 고추장에 정제수 대신

에 브로콜리 분말을 5%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그리고 개량

식 고추장의 주요 재료는 고춧가루 6.0%, 물엿, 소맥분, 정제

수, 고추양념(고춧가루 5.3%, 정제소금, 마늘, 양파), 밀쌀,

정제소금, 찹쌀, 메주가루, 주정, 혼합미분, 종국이었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함량은 AOAC법(13)에 따라 측정하였다. 수분

은 105oC 상압건조법, 조회분은 건식회화법, 조지방은 에테

르 추출법, 조단백질은 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다. pH는 시

료 10 g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교반한 후 pH meter

(Mettler Toledo Ltd., Leicester,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염도는 시료 5 g을 증류수 50 mL로 희석한 후 2% K2CrO4

를 지시약으로 하고 0.01 N AgNO3로 적정하여 계산하였다.

기능성 분석을 위한 추출물 제조

고추장 50 g에 80% 메탄올, 80% 에탄올, 물을 각각 1 L

가하고 24시간 동안 3회 추출하여 상층액을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된 고추장 추출물은 동결건조하여 분말화

시킨 후 EtOH : PBS=1:1 용액을 가하여 100 mg/mL로 제조

한 후 0.45 μm syringe filter(Millipore Co.,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총페놀 함량 측정

고추장 추출물의 총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14). 추출물(1 mg/mL) 100 μL와 증류수 900 μL를

혼합하고,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100 μL를 가하

여 잘 섞은 후 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이 용액에 20%

Na2CO3 300 μL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2

mL로 조정하였다. 이 용액을 23oC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gallic acid를 이용한

검량선과 비교하여 총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고추장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 방법

(15)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추출물 100 μL와 100

μM의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Sigma-Ald-

rich Co., St. Louis, MO, USA) 용액 900 μL를 혼합한 후

실온(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항산화제인 L-ascorbic acid,

butylated hydroxy anisole(BHA), quercetin(Sigma-Ald-

rich Co.)을 사용하였으며,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 DPPH＝
A－B ×100
A

A: Absorbance of the control

B: Absorbance of the sample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ORAC) 측정

고추장 추출물의 활성산소 흡수능력(ORAC)은 peroxy

radical의 생성과 소멸에 의한 fluorescent의 감소율로 측정

하였는데, 과산화 radical의 생성을 위해 2,2'-azobis(2-

methylpropionamidine) dihydrochloride(AAPH, Sigma-

Aldrich C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6). 본 실험에서 표준

용액의 농도별 희석과 실험용 시료의 제조에는 중성 phos-

phate buffer(0.075 M K2HPO4 : 0.075 M NaH2PO4=61.5:38.5

(v/v))를 사용하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으로는

trolox(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2-carbox-

ylic acid, Sigma-Aldrich Co.)에 인산완충액을 가해 각각

1.65, 3.12, 6.25, 12.5, 25.0, 50.0 μM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Fluorescent 표준 용액은 Ou 등(17)의 방법에 따라 fluo-

rescein sodium salt(Sigma-Aldrich Co.)를 75 mM phos-

phate buffer에 가하여 78 nM 농도로 제조하였다. 고추장

추출물에 100 μL에 fluorescent 표준 용액 50 μL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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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home-made Kochu-
jang with (HMBK) and without (HMK) broccoli leaf powder,
and factory-produced Kochujang (FPK)

Properties HMBK HMK FPK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lipid (%)
Carbohydrate (%)
Ash (%)
pH
Salinity (%)
Energy (kcal)

48.55±0.78c
7.78±1.88b
0.03±0.03a
36.88±2.29a
6.76±0.21b
4.87±0.01b
6.73±1.67a
178.93±2.97a

43.98±0.85b
7.43±0.09ab
0.12±0.17a
42.11±0.84b
6.36±0.18a
4.90±0.01c
5.94±0.35a
199.26±1.90b

39.61±0.91a
5.45±0.01a
0.03±0.02a
47.72±0.79c
7.19±0.19c
4.63±0.02a
7.10±1.32a
212.93±2.91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과산화 radical 유발물질인 AAPH를 인산완충액에 가해 34

mM로 희석한 후 50 μL 가하여 반응시킨 후 FLUOstar

OPTIMA(BMG Labtech, Inc., Offenburg, Germany)를 사

용하여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8 nm에서 1시간 동안

3분마다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ORAC은 trolox 표준곡선으로부터 산출하였는데, 그 식

은 아래와 같다.

AUC(area under the curve)=1＋(f1/f0)＋(f2/f0)＋

(f3/f0)＋……＋(f19/f0)＋(f20/f0)

Relative ORAC value=[(AUCsample－AUCblank)/ (AUCtrolox

－AUCblank)]×(molarity of trolox/g sample)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Watanabe 등(18)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고추장 추출물(10 mg/mL)

50 μL를 α-glucosidase 효소액(0.3 U/mL) 50 μL, 2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0) 50 μL와 혼합하여 37
o
C

에서 15분간 예비 배양한 후 3 mM pNPG(p-nitrophenyl α-

D-glucopyranoside) 100 μL를 가하여 37
o
C에서 10분간 반

응시킨 후 0.1 M Na2CO3를 750 μL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

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acarbose

(78.125 μg/mL)를 사용하였다.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ACE) 저해활성

측정

ACE 저해활성은 Cushman과 Cheung(19)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고추장 추출물(1 mg/mL) 0.05 mL

에 assay mixture(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8.3, 300 mM NaCl, 5 mM hippuryl-his-leu)를 0.1 mL 가한

후 37oC에서 5분간 방치하였다. Blank로는 증류수를 사용하

였다. 여기에 ACE 효소액(0.2 unit) 0.1 mL를 가하고 37oC에

서 1시간 반응 후 1 N HCl 0.25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

킨 후 ethyl acetate 1.5 mL를 가하여 15초 동안 잘 섞어주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ethyl acetate 층을 새

tube에 옮긴 후 120oC에서 15분간 완전히 건조시켰다. 여기

에 증류수 1 mL를 가하여 잘 녹인 후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captopril(100 μg/mL)을 사용하였다.

암세포 생장 저해활성 측정

사람의 정상 섬유아세포주인 Hs68, 대장암 세포주인

HT- 29, 그리고 폐암 세포주인 NCI-H1229는 한국세포주은

행(KCLB, 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 받았다. 세포는 100

units/mL의 penicillin과 100 μg/mL의 streptomycin(Gibco

Inc., Grand Island, NY, USA), 10%의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Inc.)이 함유된 RPMI 1640 배지와 DMEM

(Gibco Inc.)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항온기에서 배

양하였다. 암세포 생장 저해효과는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Hs68 세포(1.0×105 cells/mL) 및 HT-29와

NCI-H1229 세포(2.5×105 cells/mL)를 96 well plate에 분주

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추출물을 농도별로 20 μL 가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MTT 용액(200 μg/mL)을 가하고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DMSO(Sigma-Aldrich Co.)

150 μL를 가하여 MTT의 환원에 의해 생성된 formazan을

microplate reader(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대조

군으로 Hs68 세포의 생장과 비교하여 증식 저해활성과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

였고, 각 군의 차이는 분산분석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와 Student's의 t-test로 수행하였다. 각 처리구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ρ<0.05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함량

브로콜리 고추장, 재래식 고추장, 개량식 고추장의 일반성

분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은 브로콜리 고추

장, 재래식 고추장, 개량식 고추장이 각각 48.55, 43.98, 39.61

%로, 브로콜리 고추장이 가장 높은 반면 개량식 고추장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Jeong 등(21)은 일반 가정 고추장의 수분

함량이 46.71%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재래식 고추장의 수분

함량과 유사하였다. 다양한 원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추장

은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증가한다고 알려

져 있는데, 이는 숙성 중 미생물이 분비하는 여러 효소의

작용에 의해 유리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단백 함량은 브로콜리 고추장, 재래식 고추장, 개량식

고추장이 각각 7.78, 7.43, 5.45%로 브로콜리 고추장은 재래

식 고추장과 유사하였으나 개량식 고추장보다 약 1.4배 높았

다.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는 조단백 함량은 총고형분 함량

의 50% 이상으로(22) 브로콜리를 첨가하면 조단백 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재래식 고추장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브로콜리잎 분말 첨가량이 5%로 다

소 작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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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henolic contents of extracts from home-
made Kochujang with (HMBK) and without (HMK) broccoli
leaf powder, and factory-produced Kochujang (FPK)

Kochujang
Total phenolics (mg GAE/100 g)

80% MeOH 80% EtOH Distilled water

HMBK
HMK
FPK

524.2±7.0bB
431.0±1.2aA
579.3±2.5cA

541.9±2.1bB
499.9±8.3aB
690.6±2.3cB

487.0±2.9aA
500.2±2.8aB
684.5±3.3b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B) and the column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Antioxidant activities of extracts from home-made Kochujang with (HMBK) and without (HMK) broccoli leaf powder,
and factory-produced Kochujang (FPK)

Kochujan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t 5 mg/mL) ORAC value (μmol of Trolox equivalent/mg)

80% MeOH 80% EtOH Distilled water 80% MeOH 80% EtOH Distilled water

HMBK
HMK
FPK

25.1±1.1bA
15.9±2.6aA
32.3±2.3cA

23.4±1.5aA
23.1±2.2aB
30.2±3.3aA

26.6±1.7aA
26.0±1.3aB
23.0±2.4aA

90.0±5.8bB
83.8±3.3bB
58.1±2.2aA

94.7±5.4bB
87.8±4.7bB
77.0±4.7aC

59.5±5.4aA
72.0±5.1bA
69.2±2.7b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C) and the column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the control groups: ascorbic acid (50 μg/mL) 96.6±0.6%, BHA (100 μg/mL) 88.7±0.4%,
quercetin (25 μg/mL) 96.2±0.1%.

탄수화물 함량은 브로콜리 고추장, 재래식 고추장, 개량식

고추장이 각각 36.88, 42.11, 47.72%로 브로콜리 고추장이

가장 낮았고 개량식 고추장이 가장 높았다. 회분 함량은 브

로콜리 고추장, 재래식 고추장, 개량식 고추장이 각각 6.76,

6.36, 7.19%로 재래식 고추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pH는 브로콜리 고추장, 재래식 고추장, 개량식 고추장이

각각 4.87, 4.90, 4.63으로 개량식 고추장이 가장 낮았다. 홍삼

과 산야초 발효액을 첨가한 고추장은 pH가 4.27이며(23), 전

북지역의 일반가정에서 제조한 고추장의 pH인 4.60(24)과

비교해보면 브로콜리 고추장과 재래식 고추장의 pH는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열량은 브로콜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과 개량식 고추

장보다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브로콜리 고추

장의 탄수화물과 조지방의 함량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고추장의 품질 특성은 숙성 중 미생물의 작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량식 고추장은 단시간에 대량

의 고추장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전분질을 제국 기질로 사용

하고 발효에 적합한 황국균(Aspergillus oryzae)을 첨가하

지만, 재래식 고추장은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므로 개량식 고추장과는 맛과 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다양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차이는 발효

식품의 큰 특징으로서 재래식과 개량식 고추장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차이는 물론 기능적 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페놀 함량 및 항산화 효과

고추장을 80% 메탄올, 80% 에탄올, 그리고 물로 추출하

여 추출물 중의 총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2). 총페놀

함량은 80% 메탄올과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브로콜리 고

추장이 각각 524.2와 541.9 mg GAE/100 g으로 재래식 고추

장의 431.0과 499.9 mg GAE/100 g보다 각각 22%와 8% 높

게 나타났다. Hwang 등(6)도 단감 분말을 3∼5% 첨가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총페놀 함량은 13.72∼16.09 mg tannic

acid equivalent/100 g으로 단감 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

록 총페놀 함량이 높아 단감 분말의 첨가는 고추장의 기능성

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브로콜리 분말의 첨가로 재래식 고추장에 비해 브로

콜리 고추장의 총페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능

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량식 고추장은

80% 메탄올, 80% 에탄올, 물 추출물에서 총페놀 함량이 각

각 579.3, 690.6, 684.5 mg GAE/100 g으로 브로콜리 고추장

의 524.2, 541.9, 487.0 mg GAE/100 g보다 각각 10, 27, 40%

높게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능(Table 3)은 80% 메탄올 추출물에

서는 브로콜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보다 1.6배 높았으나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유사하였다. 물 추출물에서는 모

든 고추장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유사하였다.

Lee와 Park(12)은 브로콜리의 부위별로 추출용매에 따른

radical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에탄올, 아세톤, 물 추출물 중

에서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았고, 증류수 추출물이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Lim 등(4)도 키토산,

은행, 동아, 홍국분말 소재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동아와 홍국분말 첨가

시험군에서 대조군보다 각각 28%와 33%가 향상됨을 보고

한 바 있다. 한편 개량식 고추장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재래식 고추장보다 80% 메탄올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

물에서 각각 2.03배와 1.3배 높았다.

활성산소 흡수능력(ORAC)에서는 80% 메탄올 추출물에

서 브로콜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보다 높았으나 데이터

의 높은 표준편차로 인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고 개량식 고추장보다 55% 높았다(Table 3).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도 브로콜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보다 높았

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개량식 고추장보

다 23% 높았다. 이와 같이 고추장의 유기용매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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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α-Glucosidase and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y activities of extracts from home-made Kochujang
with (HMBK) and without (HMK) broccoli leaf powder, and factory-produced Kochujang (FPK)

Kochujang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 (at 5 mg/mL) ACE inhibitory activity (%) (at 5 mg/mL)

80% MeOH 80% EtOH Distilled water 80% MeOH 80% EtOH Distilled water

HMBK
HMK
FPK

81.8±0.3abA
79.3±1.8aA
90.6±5.5bA

83.0±0.6aA
82.2±0.1aA
88.8±0.2bA

82.0±0.7aA
75.7±4.1aA
82.0±0.1aA

14.7±1.8bA
14.2±1.8bA
5.7±2.0aA

13.2±1.9aA
25.1±1.6bB
8.1±2.0aA

15.0±1.8aA
23.9±1.6bB
14.6±1.8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B) and the column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 of acarbose (78.1 μg/mL): 99.4±0.1%.
ACE inhibitory activity (%) of captopril (100 μg/mL): 92.8±0.4%.

았으나 총페놀 함량과 활성산소 흡수능력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는데, 이로 보아 고추장은 다양한 재료의 혼합과

미생물에 의한 2차 산물 생성에 의해 기능성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되는 바 페놀화합물 이외에 다른 물질이 활성산소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차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Kwon 등(11)은 브로콜리의

부위별로 항산화물질인 ascorbic acid, β-carotene, chloro-

phyll 함량을 분석한 결과, 브로콜리의 적숙기와 과숙기에

버려지는 잎과 줄기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여 이들 물질이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α-Glucosidase와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의 저해 효과

α-Glucosidase는 소장점막의 미세융모막에 존재하는 효

소로서 다당류의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하므로 소화와

흡수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이다. 따라서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면 다당류의 분해 방지 또는 소장에서 glucose의 흡수

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25). α-

Glucosidase의 저해활성은 모든 고추장에서 대부분의 추출

물에서 75% 이상을 나타냈으며 브로콜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 보다 조금 높았으나 유의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ACE는 불활성형인 angiotensin I을 활성형인 angiotensin

II로 전환시켜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므로(26)

ACE를 저해시킴으로써 혈압상승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CE 저해 활성은 80% 메탄올 추출물에서 브로콜리

고추장은 재래식 고추장과는 유사하였으나 개량식 고추장

보다는 2.6배 높았다. 그리고 80% 에탄올 추출과 물 추출물

에서는 브로콜리 고추장보다 재래식 고추장이 1.6∼1.9배 높

았다(Table 4). Suh 등(7)은 고추장의 추출방법에 따른 혈압

강하 효과가 열수, 메탄올, 냉수,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42%,

37%, 32%, 23%를 나타내어 열수와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브로콜리 고추장이 조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높아 ACE

저해활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재래식 고추장보다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Shin 등(8)은 된장의 물 추출물에

서 총 질소회수율이 높을수록 ACE 저해활성이 높았으며,

ACE 저해활성이 높은 추출물의 구성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histidine의 함량이 특징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브로콜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보다 ACE

저해활성이 낮은 이유는 조단백질 함량보다는 고추장의 숙

성에 의한 분해산물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브로콜리 고추장

과 재래식고추장의 숙성 과정 중 아미노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암세포 생장 저해효과

대장암 세포주(HT-29)와 폐암 세포주(NCI-H1229)에 각

각의 고추장 추출물(5 mg/mL)로 처리하여 정상세포주인 피

부섬유 아세포(Hs68)의 생장과 비교하여 증식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5). 대장암 세포주(HT-29)인 경우는 80

%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모든 고추장에서 세포 생장 저해효

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브로콜

리 고추장만이 10.7%의 생장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물 추

출물에서는 모든 고추장에서 11.3∼14.4%의 생장 저해효과

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폐암 세포주(NCI-

H1229)에서는 80% 메탄올 추출물에서 모든 고추장이 5.6∼

6.6%의 생장 저해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며,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브로콜리 고추장만이

18.3%의 생장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물 추출물에

서는 브로콜리 고추장, 재래식 고추장, 개량식 고추장이 각

각 12.9, 15.5, 16.9%의 생장 저해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이 항암활성은 브로콜리 고추장

의 80% 에탄올 추출물인 경우 대장암 세포주(HT-29)와 폐

암 세포주(NCI-H1229)에서 각각 10.7과 18.3%의 생장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브로콜리의 주요 황화합물인

glucosinolates의 분해산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2).

Kim 등(27)은 양파 첨가 고추장의 메탄올 추출물(1 mg/

mL)은 폐암 세포주(A549)에서 15.6%, 유방암 세포주(MCF-

7)에서 20%의 성장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allicin을 비롯한 황화합물과 고추장 숙성 중

생성되는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한 시너지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고추장 추출물에서 5 mg/

mL 농도까지는 정상 세포주(HT-68), 대장암 세포주(HT-

29), 폐암 세포주(NCI-H1229)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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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hibitory effects of cell growth of solvent-extracts from home-made Kochujang with (HMBK) and without (HMK)
broccoli leaf powder, and factory-produced Kochujang (FPK)

Cell line Kochujang
Inhibitory activity of cell growth (%) (at 5 mg/mL)

80% MeOH 80% EtOH Distilled water

HT-292)
HMBK
HMK
FPK

ND
A1)

NDA

ND
A

10.7±0.5B
NDA

ND
A

11.3±1.6aB
14.4±2.4aB
13.3±0.8aB

NCI-H1229
3)

HMBK
HMK
FPK

5.6±1.1aA
5.6±0.2aA
6.6±2.4aA

18.3±3.3B
ND

A

NDA

12.9±0.8aB
15.5±0.4abB
16.9±1.8bB

Hs684)
HMBK
HMK
FPK

ND
ND
ND

ND
ND
ND

ND
ND
ND

1)
ND: not detected.
2)HT-29: Human colon adenocarcinoma grade II cell line.
3)
NCI-H1229: Human lung carcinoma cell line.
4)Hs68: Human foreskin fibroblast cell lin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B) and the column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론적으로 재래식 고추장에 브로콜리잎 분말을 첨가하

여 제조한 고추장은 조단백과 총페놀 함량이 높으며, 80%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재래식 고추장보다 항산화 활성(DPPH

소거활성)이 높으며,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재래식 고추

장보다 대장암 세포주(HT-29)와 폐암 세포주(NCI-H1229)

에서 높은 생장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브로콜리잎 분말의 첨

가에 의해 고추장의 기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 약

기능성 고추장을 제조할 목적으로 브로콜리잎 분말을 첨

가하여 고추장을 제조한 후 80% 메탄올, 80% 에탄올, 물로

추출하여 총페놀 함량과 항산화 및 항암활성을 측정하여 재

래식 고추장 및 개량식 고추장과 비교하였다. 총페놀 함량은

80% 메탄올과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브로콜리 고추장이

각각 524.2와 541.9 mg GAE/100 g으로 재래식 고추장의

431.0과 499.9 mg GAE/100 g보다 각각 22%와 8% 높았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80%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브로콜

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보다 1.6배 높았으나, 80% 에탄

올 추출물에서는 브로콜리 고추장과 재래식 고추장이 비슷

하였다. 활성산소 흡수능력은 80% 메탄올과 80% 에탄올 추

출물에서 브로콜리 고추장이 재래식 고추장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개량식 고추장보다는

각각 55%와 23% 높았다. ACE 저해 활성은 80% 메탄올

추출물에서 브로콜리 고추장은 재래식 고추장과는 유사하

였으나 개량식 고추장보다는 2.6배 높았다. 항암활성은 브로

콜리 고추장의 80% 에탄올 추출물인 경우 대장암 세포주

(HT-29)와 폐암 세포주(NCI-H1229)에서 각각 10.7과 18.3

%의 생장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브로콜리잎의 건

조분말을 첨가하여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한 고추장은 총페

놀 함량이 높으며, 재래식 고추장이나 공장식 고추장보다 다

소 높은 항산화 활성과 암세포 성장 저해효과를 나타내어

브로콜리 분말의 첨가에 의해 고추장의 기능성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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