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9(5), 731～736(2010)  DOI: 10.3746/jkfn.2010.39.5.731

재배 방식에 따른 고추의 항산화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변화

윤재민
1
․지재

2
․임상철

2
․이경희

2
․김흥태

3
․정헌상

1
․이 수

1†

1충북 학교 식품공학과
2충북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3충북 학교 식물의학과

Changes in Selected Components and Antioxidant and Antiproliferative
Activity of Peppers Depending on Cultivation

Jaemin Yoon1, Ji Jae Jun2, Sang Cheol Lim2, Kyeong Hee Lee2,

Heung-Tae Kim3, Heon-Sang Jeong1, and Junsoo Lee1†

1Dep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361-763, Korea
2Watermelon Research Institute Chungbuk ARES, Chungbuk 369-824, Korea

3Dept. of Plant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361-763,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selected functional compound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11 different 
pepper cultivars grown in rain-shelter and field. The selected compounds were capsaicinoids, polyphenolic and 
vitamin C. Antioxidant activities were measured b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and metal 
chelating effect. Antiproliferative activity was assessed by the measurement of the inhibition of HCT116, MCF 
7 and NCI-H460 cancer cell proliferation. The contents of capsaicin, dihydrocapsaicin, polyphenolics and vitamin 
C from 11 cultivars grown in field were 0.0～268.3 mg/100 g, 0～55.1 mg/100 g, 635～878 mg/100 g and 4.1～8.2 
mg/g,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selected compounds among the cultivars,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ain-shelter and field was detected. Similar to the results from the selected 
compounds, there was no difference in antioxidant and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between rain-shelter and field. 
This research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functional compounds and biological activity of cultivation methods 
and pepper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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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추(Capsicum annuum L.)는 가지과에 속하는 1년  단

일작목으로 한국의 음식문화를 표하는 김치와 고추장의 

주원료이며 세계 으로도 리 이용되고 있다. 세계 으로 

리 재배되고 있는 Capsicum속은 20∼30여종으로 Capsicum 

annuum, Capsicum frutescens, Capsicum chinense,  Cap-

sicum baccatum,  Capsicum pubescens  등이 있다. 고추는 

주로 음식의 맛을 내는 향신료로서 사용되어져 왔지만 최근 

성인병  well-being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은 당뇨

병성 신경성증이나 염, 신경통, 피부건선 등의 치료 효

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항암 활성에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

어있다(1,2). 고추는 부분이 건조 후 보 하면서 연  소비

되고 있으며 인구 기 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추

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그 

생산량도 높다. 한 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도 최근 

10년간 2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3). 재 

한국인의 고추 소비량은 일인당 연간 2.0∼2.5 kg에 이른다. 

이는 주요 고추 소비국인 헝가리 200 g, 미국 50 g, 일본 20 

g과 비교하여 평균 40∼100배로 높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추를 소비하고 있다(4,5).

우리나라의 기상환경은 노지 채소의 정식기와 생육 기인  

5∼6월은 가뭄으로 정 수분의 확보가 곤란하고 7∼8월의 

집 강우는 토양의 직 인 유실과 양분의 용탈뿐만 아니

라 과채류의 경우 각종 병해와 생리장애를 유발하여 품질을 

하시킴은 물론 안정생산에 큰 해요인이 되고 있다(6). 

한 재배 리에 집 인 노력이 소요되는 과채류 재배에 

있어서 최근의 농  노동력 부족과 임 상승률에 따른 생산

비 부담을 이는 생력화된 재배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도입된 기술 의 하나가 비가

림 재배법이다. 이 재배법은 비가림 시설로 직 인 강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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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함으로써 토양의 유실과 각종 병원균의 감염을 막고 고

추의 생장과 수량의 증수를 기 할 수 있다. 한 유기농 고

추를 재배할 때 비가림 시설을 이용하면 탄 병 발생을 크게 

낮춰 수량 증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노지 재배와 비가림 재배 고추 11개 품종의 

일부 성분(capsaicin, vitamin C, polyphenol)을 분석, 비교하

으며 이들의 항산화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을 측정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소나타 비가림 등 고추의 주요 11품종은 

충북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에서 재배하여 사용하 다. 재

배 리는 표 재배에 하여 리하 다. 항산화 성분 함량 

측정에 사용된 gallic acid, Folin-Ciocalteu(FC)와 항산화 활

성측정에 사용된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

zoline-6-sulphonic acid)), ferric chloride, potassium ferri-

cyanide reagent 등은 모두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고,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측정에 

사용된 fetal bovine serum(FBS), trypsin  RPMI 1640 배

지는 Gibco BL(Grand Island, NY, USA) 제품을 사용하

다. 그밖에 사용된 추출용매  시약은 특   HPLC 등

을 사용하 다.

Methanol 추출물의 제조

마쇄된 시료 3 g에 100% methanol 100 mL을 각각 가한 

뒤 상온에서 24시간 추출하 다. 추출 후 고형분은 What-

man filter paper(Whatman No.2,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를 이용하여 분리하 고 상징액

은 methanol을 이용하여 50 mL으로 정용한 뒤 -20
oC에서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암세포 증식 억제 실험을 

해  methanol 추출물 2 mL을 질소가스를 이용해 완 히 

휘발시킨 뒤 dimethyl sulfoxide에 재용해 하 다.

총 polyphenol 함량 측정

총 polyphenol의 함량은 Velioglu 등(9)의 방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 다.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용액 2 mL를 

가하고 3분 방치한 후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

를 가하 다. 3분 후 반응액의 흡 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

하 고 표 물질로 0.1% gallic acid를 사용하 다.

ABTS radical을 이용한 총 항산화력의 측정

총 항산화력의 측정은 Re 등(10)의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

다.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 방치하여 ABTS radical anion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4 nm에서 흡 도 값이 1.0이 되도록 몰 흡

계수(ε＝1.6×104 mol-1 cm-1)를 이용하여 methanol로 희석

하 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추출물 20 μL를 가하여 

흡 도의 변화를 정확히 30분 후에 측정하 다. 표 물질로

서 동량의 ascorbic acid를 이용하여 표 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력(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

ity, AEAC)을 계산하 다.

환원력의 측정

환원력은 Mau 등(11)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추출물 

25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w/v) 250 μL를 각각 혼합하여 

5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w/v)를 가하 다.  반응액을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징액 500 μL에 증류수 500 μL를 혼합하고, 0.1% 

ferric chloride(w/v) 100 μL를 가하여 반응액의 흡 도 값을 

700 nm에서 측정하 다.

속이온 제거능 측정

속이온 제거능은 Yena 등(12)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 다. 각 추출물 1 mL에 2 mM ferrous chloride(FeCl2· 

4H2O)와 5 mM ferrozine(3-(2-pyridyl)-5,6-bis-(4-phenyl 

sulfonic acid)-1,2,4-triazian)을 각각 100 μL씩 가한 후 흡 도 

값의 조정을 해 methanol을 일정량 혼합하 다. 10분간 상

온에서 방치한 후 562 nm 반응액의 흡 도를 측정하여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를 백분율로 표시하 다.

Capsaicin 함량 측정

Capsaicin 함량은 Jeon과 Lee(13)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 다. 고춧가루 1 g을 acetonitrile 50 mL과 혼합하여 

homogenizer로 2분간 균질화 하 다. 균질화 후 100 mL 

volumetric flask에 깔 기를 놓고 Toyo No. 2 여과지를 이

용하여 여과 후 acetonitrile로 정용하 다.  추출액 2 mL

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로 capsaicin 

함량을 분석하 다. HPLC 조건은 Luna 5 μ C18(2) column

을 사용하 으며, 형 검출기(Exλ=280 nm, Emλ=320 nm)

를 통해 이동상용매(acetonitrile : water : glacial acetic acid, 

60:39:1, v/v/v)로 유속은 1.0 mL/min에서 분석하 다.

Vitamin C 함량 측정

Vitamin C 함량은 AOAC 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14). 건

조된 시료 1 g에 3% metaphosphoric acid(HPO3) 용액 10 mL

을 가하고 homogenizer로 1분간 균질화 시킨 후 원심분리기

를 이용하여 4,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

액을 Norit 활성탄으로 반응 후 filtering 하 다. 여과액 5 

mL과 sodium acetate 5 mL 혼합 후 O-phenylenediamine과 

반응시켜 30분 방치 후 spectrofluorometer를 이용하여 350, 

430 nm에서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Norit

과 반응 후 얻은 여과액을 boric acid-sodium acetate와 혼합 

후 O-phenylenediamine과 반응시켜 30분 방치 후 측정하 다.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 측정

암세포주(HCT116: 장암, MCF7: 유방암, NCI-H460: 폐

암)에 한 고추 추출물의 증식억제 효과는 3-(4,5-di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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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luence of growing conditions on the contents of polyphenol, vitamin C, capsaicin and dihydrocapsaicin of hot pepper 
cultivars

Sample
Cultivation-
style

Polyphenolics1)

(mg/100 g)
VitaminC2) 
(mg/g)

Capsaicin3) 
(mg/100 g)

Dihydrocapsaicin4)

 (mg/100 g)

1
Field

Rain-shelter
705.96
551.78

6.31
6.43

 12.32
 18.23

 4.62 
 5.60 

2
Field

Rain-shelter
791.20
618.32

5.55
3.89

 55.19
 35.36

20.37 
10.10 

3
Field

Rain-shelter
740.76
678.10

8.03
6.59

 52.61
 39.6

18.90 
15.33 

4
Field

Rain-shelter
717.34
663.17

8.18
4.26

 83.9
 77.5

27.63 
24.19 

5
Field

Rain-shelter
686.06
835.90

3.82
3.65

 97.92
159.43

33.48 
52.52 

6
Field

Rain-shelter
635.05
614.79

4.12
5.85

  8.05
  0.00 

 4.49 
 0.00 

7
Field

Rain-shelter
649.69
638.59

4.07
4.34

  0.00 
  0.00 

 0.00 
 0.00 

8
Field

Rain-shelter
679.21
633.41

5.23
5.25

 18.71
 61.21

12.99 
20.34 

9
Field

Rain-shelter
693.56
726.31

6.17
8.26

 83.27
109.55

35.29 
46.13 

10
Field

Rain-shelter
877.81
769.86

4.65
9.37

129.29
268.27

35.54 
55.11 

11
Field

Rain-shelter
641.21
711.64

5.81
3.66

 24.14
 28.22

11.62 
12.03 

1)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mg gallic acid equivalents per g of residue.
2-4)Mean of duplicate measurement.
1: Buchon, 2: Hongboseok, 3: Joara, 4: PR-Manitta, 5: Wangdaebak, 6: Superbigarim, 7: Sonatabigarim, 8: Myeongak, 9: Manitta, 
10: Cheongyang, 11: Nokkwang.

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15). 각각의 암세포는 10% 

FBS, penicillin(100 units/mL), streptomycin(50 μg/mL)를 

첨가한 RPMI 1640 배지에서 37
oC, 5% CO2 조건으로 배양하

다. 배양된 암세포는 trypsin-EDTA(0.05%) 용액을 첨가

하여 T-flask 바닥으로부터 cell을 완 히 분리하여 RPMI 

배지에 재용해 하 다. 세포의 농도가 3.5×104(HCT116)과 

2.5×104(MCF-7, NCI-H460)이 되도록 세포 용액의 농도를 

조정하 고 추출물은 0.22 μm membrane filter로 멸균여과

한 뒤 배지에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세포의 

증식정도는 MTT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Positive 

control은 cisplatin(0.1 mg/mL)을 사용하 다.

통계분석

비가림재배와 노지재배간의 유의  차이는 SAS 통계 

로그램(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 으며 

paired t-test를 이용하 다.

 

결과  고찰

고추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고추 methanol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노지 재배 고추의 총 polyphenol 함량은 635～

878 mg/100 g 수 이었고, 비가림 재배 고추의 총 polyphenol 

함량은 552～836 mg/100 g 수 으로 약간의 차이는 보 으

나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test, p>0.05). Deepa 등

(16)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sweet pepper에서 총 polyphenol 

함량이 323∼852 mg/100 g 수 으로 본 실험과 유사성을 

보 다. 식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polyphenol류는 항산화, 심

질환, 암, 골다공증, 퇴행성신경질환  당뇨병 등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재배방식에 따른 vi-

tamin C 함량의 변화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Vitamin C 

함량은 비가림 재배방식에 따른 경우 3.66～9.37 mg/g, 노지 

재배방식에 따른 경우 4.12～8.18 mg/g으로 나타났다. Deepa 

등(16)의 sweet pepper 실험에서는 9.8∼30.3 mg/g(건물 )

의 vitamin C 함량을 가진다고 보고하 다. 부 , 슈퍼 비가

림, 소나타 비가림, 명작, 마니따, 청양고추에서는 비가림 재

배방식에 따른 경우 vitamin C 함량이 높았고, 홍보석, 조아

라, PR 마니따, 왕 박, 녹  고추는 노지재배 방식에 따른 

경우 vitamin C 함량이 높았다. 한 비가림 재배 시 청양고

추, 노지 재배 시 조아라 고추가 각각 9.37과 8.18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비가림  노지 재배방식에 따

른 품종별 vitamin C 함량 분석 결과 품종 간 차이는 보 지

만, 재배방식에 따른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test, 

p>0.05). 고추는 단백질, 지방질 함량이 높아 비교  좋은 

식품 소재이지만 매운맛 정도에 따라 식품 소재로의 활용도



734 윤재민․지재 ․임상철․이경희․김흥태․정헌상․이 수

Table 2. Influence of growing conditions on antioxidant activities of hot pepper cultivars

Sample
ABTS1) (mg AA eq/g) Reducing power2) (A700) Chelating3) (%)

Field Rain-shelter Field Rain-shelter Field Rain-shelter

1
2
3
4
5
6
7
8
9
10
11

6.58 
7.95 
6.17 
6.76 
6.85 
4.91 
5.14 
6.17 
7.15 
9.69 
5.54 

4.98 
6.17 
5.87 
7.10 
8.95 
4.54 
5.05 
7.81 
7.82 
9.20 
6.25 

0.58 
0.63 
0.65 
0.76 
0.86 
0.67 
0.61 
0.89 
0.80 
0.90 
0.64 

0.72 
0.80 
0.68 
0.65 
0.70 
0.58 
0.63 
0.83 
0.81 
0.88 
0.65 

76.92 
73.74 
67.96 
70.45 
55.22 
73.15 
71.80 
69.07 
73.81 
65.05 
60.35 

63.30 
62.81 
68.40 
63.19 
54.20 
67.29 
55.56 
63.96 
70.21 
77.99 
74.44 

1)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mg ascorbic acid equivalents per g of residue.
2)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optical density value.
3)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pressed as percent.
1: Buchon, 2: Hongboseok, 3: Joara, 4: PR-Manitta, 5: Wangdaebak, 6: Superbigarim, 7: Sonatabigarim, 8: Myeongak, 9: Manitta, 
10: Cheongyang, 11: Nokkwang.

가 다양하다. 국내산 고춧가루의 capsaicin 함량은 3～33 

mg/100 g의 범 이며(19), capsaicinoids의 함량이 7.0～57.4 

mg/100 g으로 매우 범 하다고 보고하 다(20). 비가림 

 노지 재배방식에 따른 고추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품종 간 차이는  

있지만, capsaicin 함량은 0.0～268.3 mg/100 g, dihydrocap-

saicin 함량은 0～55.1 mg/100 g으로 capsaicin 함량이 dihy-

drocapsaicin 함량보다 높았다. Korel 등(21)은 ground red 

pepper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함량을 각각 27.1

∼53.1과 18.3∼40.6 mg/100 g으로 보고하 다. 11종의 품종

에 따른 capsaicinoid 함량 분석 결과 부 , 왕 박, 명작, 

마니따, 청양, 녹  품종은 비가림 재배 방식에 따른 경우 

capsaicinoid 함량이 노지 재배방식에 따른 경우보다 높았

다. 반면 홍보석, 조아라, PR 마니따, 슈퍼 비가림, 소나타 

비가림 품종은 노지재배 방식에서 높은 capsaicinoid 함량을 

나타냈으며 비가림  노지 재배방식에 따른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test. p>0.05).

고추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재배 방식에 따른 노지와 비가림 고추 methanol 추출물의 

총 항산화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두 가

지 재배 방식 간 추출물의 상 인 항산화력 측정은 ABTS 

radical 제거능과 환원력 측정법  속이온 제거능을 이용

하 다. ABTS radical 제거능 측정 시 노지 재배와 비가림 

재배 모두 청양 고추에서 각각 9.69와 9.20 mg/g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슈퍼비가림 고추가 노지와 비가림 재배 

시 각각 4.91과 4.54 mg/g으로 가장 낮은 항산화력을 보 다

(Table 2). 두 재배 방식 간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test, p>0.05). Cho 등(22)은 21가지 식용식물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 검색한 결과 고추잎의 DPPH radical 소거능에 

한 IC50이 가장 낮은 수치인 0.12 mg/mL를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 한 Kwon 등(23)은 개화 후 생육기간 동안 

고추 methanol 추출물의 IC50 값이 22.39 μg/mL 이하 범 로 

DPPH radical 소거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 다. 환원력은 

FeCl3와 반응한 후 철 이온을 환원하는 정도를 700 nm의 

흡 도로 표시하 는데 발색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환원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험결과 청양고추의 흡 도 값

이 노지와 비가림에서 각각 0.88과 0.90으로 가장 높은 활성

을 보 다(Table 2). 하지만 재배 방식 사이의 유의  차이는 

없었다(t-test, p>0.05). 고추 methanol 추출물의 속이온 

제거능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재배방식별 시료의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test, p>0.05). 한 속이

온 제거능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총 polyphenol, capsaicin, 

vitamin C 성분 간에는 어떠한 상 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속이온을 제거하는 물질과 유리 radical을 제거하는 

물질간의 작용기작의 차이 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고추 methanol 추출물의 속 이온의 함량에 해 보다 정

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암세포 증식 억제

재배 방식에 따른 조구(cisplatin)와 고추 추출물의 암세

포 증식억제 활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장암(HCT116) 

세포주에 한 methanol 추출물 암세포증식 억제율은 노지 

재배 방식의 경우 조아라, 소나타 비가림, 마니따에서 80% 

이상의 높은 증식억제 활성을 보 고, 비가림 재배 방식에서

는 홍보석에서 60%의 증식억제 활성을 보 다. 모든 품종에

서 노지 재배 방식이 비가림 재배 방식보다 장암(HCT116) 

세포주에 한 증식 억제율이 높게 나타났다(t-test, p<0.05). 

유방암(MCF 7) 세포주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는 노지 재배 

방식의 경우 PR마니따와 녹 에서 70% 이상의 증식 억제활

성을 보 다. 비가림 재배 방식의 경우 조아라 품종에서 60% 

이상의 억제활성을 보 다. 반 으로 노지 재배 방식의 

경우가 비가림 재배 방식보다 암세포에 한 증식 억제활성

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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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totoxicity of the extracts obtained from hot pepper 
cultivars grown in different conditions on human cancer 
cells.  A: colon cancer HCT 116, B: breast cancer MCF 7, C: 
lung cancer NCI-H460.

암(NCI-H460) 세포주에 한 억제활성에서도 품종 간의 차

이는 있었으나 재배 방식 간의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test, p>0.05). 노지 재배 방식의 경우 청양 고추에서 비가

림 재배 방식의 경우 조아라 고추에서 60% 정도의 증식 억제

율을 보 다. 조구로 사용한 cisplatin(0.1 mg/mL)이 100% 

정도의 증식억제 활성을 나타낸 것과 비교할 때 고추는 상당

한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Human endothelial cells(ECV 304)를 이용한 Richeux 등

(24)의 실험에서는 고추의 주성분인 capsaicin의 경우 175 

μmol에서 50%의 세포 해 효과를 보고하 다. 재배 방식 

간 비교에서 장암(HCT116) 세포주에 해선 노지 재배 

방식이 비가림 재배 방식보다 높은 증식 억제능을 보 으나, 

그 이외의 유방암(MCF 7), 폐암(NCI-H460) 세포주의 경우 

재배 방식 간의 유의  차이는 없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재배 방식(비가림과 노지재배)에 따른 

표 인 고추 11개 품종 간의 일부 기능성 성분과 항산화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기능성 

성분은 capsaicinoids, polyphenol  vitamin C를 분석하

다. 추출물의 항산화력은 ABTS radical 제거능, 환원력, 

속이온 제거능을 이용해 평가하 으며 암세포 증식 억제능

은 유방암, 장암  폐암 세포주를 이용하 다. 노지 재배

한 11개 품종의 capsaicin, dihydrocapsaicin, polyphenolics 

 vitamin C 함량은 각각 0.0～268.3 mg/100 g, 0～55.1 mg/ 

100 g, 635～878 mg/100 g  4.1～8.2 mg/g으로 품종 간 

차이를 보 으나 재배방식 간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기능성 성분 결과와 비슷하게, 품종에 따른 활성의 차

이는 있었으나 재배 방식 간 활성에 한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재배 방식과 고추 품종에 

한 일부 기능성 성분과 활성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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