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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cently developed Chinese cabbage cultivar, Shinhong Ssam, was cultured under different light conditions
at a plant factory to evaluate effects of light on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compounds. The effects of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red (R), blue (B), and white (W) LED light were compared to that of fluorescent light: R+B, R+W, and
R+B+W. Under R+B light, the Chinese cabbage failed to grow well. In contrast, under R+W, R+B+W, and fluorescent
light conditions, cabbages had similar growth rates. Cyanidin, the only anthocyanidin detected, accumulated in cabbages
under LED conditions to levels more than 2-fold of that in cabbages grown under fluorescent light. Phenolic acid and
flavonol levels varied subtly, whereas caffeic acid was found to be between 70- and 160-fold greater in LED-illuminated
cabbages than in those exposed to fluorescent light. The amounts of free amino acids and sugars that affect the taste of
vegetables were greater in the cabbages exposed to LED light than in those grown under fluorescent light conditions. In
conclusion, R+W LED light produced Shinhong Ssam with greater nutritional value than those grown under R+B+W
LED and fluorescent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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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추(Chinese cabbage: Brassica rapa L. ssp. chinensis)는 십자

화과(Cruciferae family)에 속하는 작물로서 인류가 수 천년 이상

이용해온 주요 식량자원의 하나이다(1). 오늘날 배추는 전세계적

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는 주로 김치로 활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웰빙 트랜

드에 힘입어 쌈채소나 샐러드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

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최근 쌈채소나 샐러드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배추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품종들은 결구가

약하고 비교적 얇고 작은 잎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신홍쌈은 최

근에 개발된 배추 품종으로서 Jiang 등(2)의 2013년 연구보고에

의하면 신홍쌈은 일반 배추품종에는 없는 적갈색 색소를 함유하

고 있으며 이는 anthocyanin 및 phenolic acid, flavonol 축적과 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hocynin은 cyanidin, delphinidin,

pelargonidin, malvidin 등의 anthocyanidin 기본구조에 다양하게 당

이 결합되어 있는 색소체로서 항산화, 항암 등 다양한 생리활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Phenolic acid에는 대표적으

로 caffe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sinapic acid 등이

있는데, 이 중 caffeic acid, ferulic acid, sinapic acid는 항산화 및

항종양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8). 또한, ferulic acid

와 caffeic acid는 돼지 췌장 유래 알파아밀라아제에 대해 저해활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더불어 flavonol 중 quer-

cetin과 kaempferol은 항산화 효능과 함께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다(10,11). 이와 유사한 계통의 폴리페놀류

화합물들은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온도, 산소농도, 공기흐름속도, 양액조성 등 재

배조건을 조절하기 용이한 식물공장에서 신홍쌈 배추를 재배하

였으며, 재배조건 중 LED 조명의 조건을 달리하여 광 조건 변

화가 배추 내 anthocyanidin, phenolic acid, flavonol 등 생리활성

성분의 축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였다. 더불어 맛에

중요한 요소인 유리아미노산과 유리당의 함량을 분석하여 광 조

건에 따른 배추의 식품학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신홍쌈 배추의 재배조건

본 실험에 사용된 신홍쌈 배추 종자는 아시아 종묘 종자회사

(Jeonju, Korea)로부터 구입했다. 식물재배는 LED 조명 식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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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세 가지의 LED 조명(적색+청색, 적색+

백색, 적색+청색+백색)을 형광등 조건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양

액으로 8주 동안 재배하였다. 재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 설

정으로 온도는 25oC로, 습도는 65±5%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CO2

농도는 1,000±100 ppm을 유지시켜주도록 하였다. 광량은 photo-

synthetic photon flux area density (PPFD)로 재배 베드 평균 1초

당 200 µmol/m2이 되도록 조사시켜주었고 일조시간은 하루에 18

시간으로 하였다. 양액의 pH는 6.0±0.5, EC는 1.2±0.1 dS/m로 유

지시켜주었다.

시료의 전처리

식물공장 재배된 배추는 수확 직 후 −20oC에서 냉동을 하였고

이 후 동결건조를 수행하였다. 동결건조된 시료를 이용하여

anthocyanidin, phenolic acid, flavonol 등 3 종류의 phenolic com-

pound 를 분석하였다. 그 외 유리아미노산과 유리당도 동결건조

된 시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Phenolic compounds의 분석

Anthocyanin은 비배당체인 anthocyanidin 형태로 분해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cyanidin, pelargonidin, delphinidin, malvidin을

Sigma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표준물질로 사용하였다. Phenolic acid는 caffe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sinapic acid를, flavonol은 quercetin과 kaempferol

을 표준물질(Sigma-Aldrich Co.)로 이용하였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한 분석조건과 물질 동정은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결과인 Jiang 등(2)이 사용한 방법을 활용

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분석

동결건조된 시료 100 mg을 5% trichloroacetic acid (TCA) 10

mL에 녹인 후 4oC에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상등

액은 0.22 µm pore size 친수성 필터를 통과시킨 후 HPLC 분석

에 활용하였다. HPLC를 이용한 아미노산 분석은 Waters (Waters,

Milford, MA, USA)에서 제공하는 AccQ-TagTM 시스템을 이용하

였으며 분석법은 제조사의 제시조건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유리당 분석

동결건조된 시료 100 mg을 TCA 5% 용액 10 mL에 녹인 후

4oC에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은 후 100 mN NaOH를 이용

하여 적절한 배수로 희석하여 high performanc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HPAEC) 시스템을 활용한 함량분석에 이용하였

다. CarboPac-PA1을 분석컬럼으로, pulsed ampherometric detector

(PAD)를 장착한 HPAEC 시스템(Dionex, Sunnyvale, CA, USA)으

로 포도당, 과당, 자당, 엿당을 표준물질(Sigma-Aldrich Co.)로 활

용하여 유리당 함량을 결정하였다. 분석조건은 150 mN NaOH를

기본 이동상(이동상 A)으로 이용하였고 이동상 A에 600 mM

sodium acetate를 함유한 용출용 이동상 B로 사용하여 B의 농도

를 분당 1%씩 증가시켜 20분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분석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독립적으로 3번 수행되었

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구하였다. 각 배양 조건의 영양성분

차이를 비교하고자 ANOVA test (unbalanced design)를 수행하였

다. 통계 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p<0.05일 때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명 조건에 따른 배추의 성장

본 연구에서는 LED 조명을 장착한 식물공장 시스템을 이용하

여 신홍쌈을 최초로 재배하였다. LED 조명조건을 세가지로 나누

어 재배를 시도하였는데 형광등 조건과 LED 조명 중 R+W,

R+B+W 조건에서는 배추가 정상적인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R+B

조건에서는 배추의 성장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9주 후에도 정

상적으로 성장한 개체가 거의 없었다. 때문에 R+B 조건에서 성

장한 개체는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수확시기의 배추

는 일반 노지에서 성장한 개체에 비하여 전체적인 크기가 70-

80% 정도에 머물렀다. 잎의 모양이나 색깔은 조명의 조건에 따

라 달랐으나 형광등에 비하여 LED 조명 아래서 성장한 배추가

더욱 짙은 적색을 나타냈다.

Phenolic compounds의 함량 비교

Anthocyanin은 가수분해 후 anthocyanidin의 형태로 분석되었는

데, 모든 조건에서 cyanidin만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Del-

phinidin, pelargonidin, malvidin 등 다른 종류는 전혀 검출되지 않

았다(Table 1). 특이하게도, 식물공장의 LED 조건에서 재배된 신

홍쌈 배추가 노지재배의 경우보다 약 2.5배 가량 많은 cyanidin

을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iang 등의 연구에 따르면 노지에

서 재배된 신홍쌈은 3종류 이상의 anthocyanidin을 함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cyanidin이 압도적인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그

함량은 건조중량 1 g 중 약 4,110 µg에 머물렀다(2). Ferrees 등은

적상추(red lettuce)에서 cyanidin이 주된 anthocyanidin임을 보고한

바 있고(13), Arapitsas 등은 적양배추(red cabbage)에 존재하는

anthocyanin은 주로 cyaniding 기본구조의 배당체임을 밝힌바 있

다(14).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배추과 작물의 붉은 색소물질

은 대부분 cyanidin계 anthocyanin으로부터 유발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1. Phenolic compounds accumulation in “Shinhong Ssam”

cultured under different light conditions

Content  (µg·g−1 DW1) )

LED Fluorescent 
lampR+W R+B+W

Anthocyanidins

Cyanidin 10,800±1,300a, 2) 11,700±300a 5,750±2,230b

Pelargonidin 3)ND3) ND ND

Delphinidin ND ND ND

Malvidin ND ND ND

Phenolic acids

Caffeic acid 110±29a 46.4±8.4b 00.656±1.126c

p-Coumaric acid 148±15a 174±11b 184±13b

Ferulic acid 1,090±130a, 1,190±30a0, 1,130±20a0,

Sinapic acid 2,680±390a, 2,490±140a, 3,190±200b,

Flavonols

Quercetin 40.2±5.0a 060.9±11.9ab 73.7±7.6b

Kaempferol 212±39a 306±25b 390±37c

1)DW: dry weight; 2)Value±standard deviation; 3)ND: not detecte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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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lic acid 함량은 전체함량 비교 시 조명 조건에 따른 함

량차이가 매우 미약하였다(Table 1). 그러나, caffeic acid 함량은

LED 조명과 형광등 조명 조건하에서 매우 유의적인 함량차이를

나타내었다. LED 조명에서 배양한 신홍쌈 배추는 형광등 조명에

비하여 70-160배 가량의 높은 caffeic acid 함량을 나타냈는데, 특

히 R+W LED 조건에서 많이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식물공장 재배 신홍쌈은 노지 재배 조건에 비하여 2배 가량 많

은 ferulic acid와 sinapic acid를 축적하였는데 p-coumaric acid의

함량은 오히려 3배 가량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다(2). Caffeic

acid는 ferulic acid와 함께 α-amylase, α-glucosidase 등의 전분분

해효소에 저해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서(9) 고함유 배추를 섭취

한다면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Flavonol 종류에서는 kaempferol의 함량이 quercetin보다 모든

조명 조건에서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형광

등 조건에서 재배한 신홍쌈 배추가 가장 많은 양의 flavonol을 축

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두 종류

flavonol의 함량비는 노지 재배 조건과 정반대로 나타났으며, 노

지 재배 시 신홍쌈은 건조중량 1 g 당 quercetin을 약 2,670 µg,

kaempferol을 약 1,210 µg 축적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월등한 함량

을 나타내었다(2). 식물공장 재배 신홍쌈은 anthocyanidin 총량과

phenolic acid 총량에서 노지 재배의 경우보다 우수하였으나 fla-

vonol 함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유리 아미노산 및 유리당 비교

생리활성 성분 이외에 쌈채소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 아

미노산과 유리당의 함량을 분석하여 재배 시 적용된 광 조건별

로 비교한 결과,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LED R+B+W 조건에

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나 기타 광조건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Table 2). 단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중 대표적

인 아미노산인 Gly과 Ala (15)은 공통적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고 Ser은 단맛 아미노산 중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2). Arg, Met, Iso, Leu, Phe 등 쓴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아미

노산들(15)은 모든 광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함량이 매우 낮았다.

흥미롭게도 LED 조명조건에서 배추 내에 상당량의 Cys이 축적

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R+B+W 조건에서 재배된 배추들은 개

체간 함량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Cys 함량이 배추

의 2차대사산물 중 어떠한 물질의 함량과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리당의 함량은

LED R+W 조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형광등 재

배 조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성분별로는 포도당이

가장 많이 존재(50% 이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과당(30% 이상)이

높은 농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패턴은 모든 광 조건에서 동일하

게 나타났다. 이당류인 자당과 엿당은 매우 소량으로 측정되었다

(Table 3). 유리당은 쌈채 섭취 시 단맛과 함께 청량감을 주는 성

분으로서 채소의 맛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패널을 이용

Table 2. Free amino acids in “Shinhong Ssam” cultured under different light conditions

Amino acid (µmole/g FW1))

Light His Asn Ser Glu Arg Gly Asp Glu Thr Ala

R+W
0.089

±0.0092)

0.493
±0.049

2.465
±0.328

1.531
±0.137

0.194
±0.036

0.121
±0.022

0.459
±0.372

ND3) 1.011
±0.092

0.538
±0.070

R+W+B
0.132

±0.024
0.825

±0.133
2.980

±0.477
2.530

±0.477
0.426

±0.184
0.073

±0.020
1.251

±0.263
ND

1.331
±0.263

0.748
±0.256

Fluorescent
0.106

±0.022
0.449

±0.120
2.285

±0.534
1.796

±0.499
0.170

±0.048
0.066

±0.021
1.323

±0.346
ND

1.349
±0.333

0.485
±0.101

Amino acid (µmole/g FW)

Light Pro Cys Lys Try Met Val Iso Leu Phe Trp Total

R+W
1.690

±0.257
6.006

±2.359
0.089

±0.027
0.140

±0.023
0.244

±0.380
0.030

±0.010
0.171

±0.034
0.139

±0.031
0.175

±0.023
0.051

±0.012
15.636a

±3.369

R+W+B
1.609

±0.288
8.099

±7.149
0.116

±0.083
0.191

±0.042
0.112

±0.018
0.038
±0.011

0.247
±0.049

0.191
±0.035

0.211
±0.038

0.068
±0.014

21.177ab

±7.793

Fluorescent
0.986

±0.233
2.910

±0.860
0.039

±0.016
0.154

±0.055
0.098

±0.027
0.052

±0.035
0.221

±0.044
0.199

±0.042
0.218

±0.040
0.105

±0.071
13.011a

±3.203

1)FW:fresh weight; 2)Value±standard deviation; 3)ND: not detecte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Free sugars in “Shinhong Ssam” cultured under different light conditions

Free sugar (mg/g DW1))

Sugar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Total 

R+W 83.557±5.272) 57.679±5.514 4.469±1.225 2.799±0.606 148.503a±11.579

R+W+B 059.022±11.439 42.451±6.560 2.234±0.249 1.662±0.091 105.369ab±18.1150

Fluorescent 43.680±3.914 36.880±0.866 0.772±0.568 1.137±0.371 82.468b±3.930

1)DW:dry weight; 2)Value±standard deviation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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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최근 육종되어 시장에 소개된 신홍쌈 배추를 다양한 광 조건

의 식물공장에서 재배하여 그 영양적 특성, 특히 기능성 물질인

phenolic compounds류의 함량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LED 광원을 이용하였으며 LED는 적+청, 적+백, 적+청+백 세가

지 조합으로 신홍쌈 재배에 사용하였고 형광등을 광원으로 이용

하여 재배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LED 적+청 조건에서는 배추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성분 분석연구에 사용하지 않았으

며 형광등을 포함한 다른 광 조건에서는 서로 유사한 성장속도

를 보였으며 정상적인 형태 및 크기로 성장하였다. Anthocyanidin

중에서는 cyanidin만이 배추 내에 축적되었으며 그 함량은 LED

조건이 형광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henolic

acid와 flavonol의 총 함량은 광 조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지 않았다. 특이하게도 caffeic acid는 형광등 조건에서는 거의 축

적되지 않았으나 LED 광에서는 형광등 재배 배추에 비하여 70-

160배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유리 아미노산과 유리당

의 전체 함량은 대체로 LED 광 조건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LED 광 중 R+W 조합이 신홍

쌈의 기능성 성분 축적 및 식품적 가치상승에 가장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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