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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구배추 잎의 이화학  성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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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Composition of Head-Type Kimchi Cabbage Leaves

Gi-Un Seong1, In-Wook Hwang2, and Shin-Kyo Chung1

1School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ong-A University

ABSTRACT To increase the consumption of head-type kimchi cabbage leaves as fresh food ingredients, the phys-
icochemical composition was investigated depending on leaf parts. Kimchi cabbage leaves were divided into three 
portions, such as outer (L1), mid (L2), and inner (L3), and their proximate compositions were determined along with 
dietary fiber, free sugar, organic acid, free amino acid, and mineral contents. Contents of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were highest in L1, whereas contents of crude ash and carbohydrate were highest in L3 (P<0.05). 
Calories ranged 24.5∼26.5 kcal/100 g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eaf parts, and dietary fiber content of 
L1 was highest (P<0.05).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contents were highest in L3 (P<0.05). Citric acid, malic 
acid, and succinic acid were detected, and contents of citric acid and malic acid were highest in L3, in contrast, 
succinic acid was highest in L1 (P<0.05). Glutamic acid, constituting over 30% of the total free amino acid contents, 
was highest in L3, whereas γ-aminobutyric acid contents were highest in L1 (P<0.05). K, Na, Ca, and Mg were 
the major minerals in head-type kimchi cabbage, and their conten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It 
can be proposed that marketing of head-type kimchi cabbage as a fresh-cut vegetable could be enhanced due to the 
different quality characteristics of its leaf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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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추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잎줄기 채소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채소이다. 배추는 호냉성으로서 김장용으

로 주로 가을에 재배됐으나 최근에는 계절별로 적합한 품종

이 개발되어 연중 출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포기 형태에 

따라 결구형, 반결구형, 불결구형으로 분류된다(1,2). 배추

는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성분과 칼슘을 비롯한 무기질 성

분이 풍부하고, 십자화과 채소 특유의 생리활성 물질인 glu-

cosinolate(3)를 함유하고 있어서 독특한 향미와 함께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5). 국내에서 배추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급의 균형과 적정 

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한식의 주재료 및 부재료로서 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증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6).

현대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고지방 및 고단백질 

식품 섭취의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산화성이 풍부한 과일 및 채소류의 소비가 꾸준하

게 늘어나고 있다(7,8). 과일 및 채소류 섭취의 증가로 인하

여 암, 당뇨, 심장질환, 치매 등의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는 과학적 증거들이 최근에 더욱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9), 

채소류에 포함된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플라보

노이드, 탄닌 및 여러 페놀성 화합물은 잠재적인 항산화 성

분으로 알려졌다(10). 한편 김치 이외의 용도로 특히 결구배

추 부위에 따라 육류 음식과 곁들여 먹거나 추어탕을 비롯하

여 각종 전골류 음식 등의 부재료로 활용된다. 이에 본인 

등은 결구배추를 신선편의 채소류 소재로의 활용을 증대하

기 위하여 겉, 중, 속잎 부분으로 구분하여 항산화 활성과 

폴리페놀 성분을 측정하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

nent Analysis, PCA)으로 그 차이를 보고(11)한 바 있다. 

결구배추의 성분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이화학적 성분 특성

(12-15), 수확 시기에 따른 품질 특성(16), 저장 중 품질 

특성의 변화(17-20) 및 생리활성 성분에 관한 연구(21,22),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폴리페놀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23-25)가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구배추의 부위별 일반성분,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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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당 및 아미노산, 무기질과 같은 이화학적 성분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결구배추(Brassica rapa L. ssp. peki-

nensis)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2013년도에 노지 재배한 

‘휘파람’ 품종을 화원농협(Hwawon Agricultural Cooper-

ative, Haenam-gun, Korea)에서 공여 받았다. 분석용 시

료는 배추 잎을 겉잎(L1), 중잎(L2), 속잎(L3)으로 3등분하

여 각각을 3회 세척 후 탈수하여 동결건조기(Bondiro. Mod 

(TFD8503), Ilshin Lab Co., Seoul, Korea)에서 건조하였

으며, 분쇄기(FM-681C, Hanil, Incheon, Korea)로 분쇄하

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식이성분 및 열량 분석

일반성분은 AOAC법(26)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수분 함

량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조단백질 함량은 Micro 

Kjeldahl법으로,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으로, 그리

고 조회분 함량은 550°C 건식회화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함량을 뺀 것으로 하였다. 총식이섬유 함량은 효소-중량법

인 Prosky 등(27)의 방법에 따라 total dietary fiber assay 

ki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시료 1.00 g에 phosphate buffer(pH 6.0) 50 

mL, α-amylase 0.1 mL를 넣어 95°C에서 15분간 반응시키

고 pH 7.5로 조절하여 60°C에서 protease 0.1 mL를 넣어 

30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pH 4.5로 조절하여 amylogluco-

sidase 0.1 mL를 넣어 30분간 반응시켜 전분과 단백질을 

제거하였다. 걸러진 잔사는 불용성 식이섬유 정량에, 여과액

은 따로 모아 95% EtOH을 가하여 침전시키고 다시 여과하

여 수용성 식이섬유 정량에 사용하였다. 총식이섬유 함량은 

측정한 불용성 및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의 합으로 산출하였

다. 열량 계산은 분석시료 100 g 중 조단백질, 조지방 및 

탄수화물에 단백질 4, 지방 9, 탄수화물 4의 계수를 곱하여

서 구하였다.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

배추 시료의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배추 

시료 50 g을 마쇄 착즙 후 여과하여 얻은 여과액을 원심분리

(3,200 rpm, 20 min, 4°C) 하여 상징액을 취한 다음 증류수

로 50 mL로 정용하였다. 이 시료를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

raphy(HPLC, 1260 Infinity Quaternary LC System, Agi-

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로 분석하였다. 

유리당 분석은 Zorbax-Carbohydrate analysis column 

(250×4.6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을 사용하여 

1.4 mL/min의 유속으로 refractive index detector(RID)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acetonitrile : water(75:25, v/ 

v)를 이용하였다. 유기산 분석은 Aminex HPX-87H cation- 

exchange column(300×7.8 mm, 9 μm, Bio-Rad Labora-

tories, Hercules, CA, USA)으로 0.6 mL/min의 유속으로 

UV detector를 사용하여 214 nm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

은 5 mM sulfuric acid를 이용하였다. 각각 fructose, glu-

cose, sucrose와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Sigma-Aldrich Co.)의 표준품을 사용하여 외부표준법으

로 정량하였다.

유리 아미노산 분석

분말시료 10 g에 75% EtOH 100 mL를 가하여 80oC에서 

2시간 환류 추출 후 여과한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0.2 M 

sodium citrate buffer(pH 2.2) 용액 5 mL로 정용하고, 

Sep-pak C18 cartridge로 처리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다음 automatic amino acid analyzer(Bio-

chrom 30, Biochrom Ltd., Cambridge, UK)로 분석하였다

(28).

무기질 분석

무기질 함량 측정은 AOAC법(26)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시료 2 g, 20% HNO3 10 mL 및 60% HClO4 3 mL를 가한 

후 12시간 이상 가열하여 노란색의 맑은 용액이 될 때까지 

실시하고 반응이 끝나면 시료 용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0.5 M HNO3으로 50 mL volumetric 

flask로 정용한 다음 분석용액으로 하였다. 0.5 M HNO3을 

대조구로 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

sion spectrometer(ICP-OES, IRIS Intrepid, Thermo 

Elemental Ltd., Winsford, UK)로 분석하였다(Ca 393.366, 

Co 228.616, Cu 324.754, Fe 259.940, K 766.491, Mg 

285.213, Mn 257.610, Mo 202.030, Na 588.995, Zn 

213.856 nm).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표준편차(mean±stand-

ard deviation)로 나타내었으며, Statistical Analysis Sys-

tem(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식이성분 및 열량

배추 잎의 일반성분 및 총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분 함량은 부위별로 92.7~93.5% 범위를 

나타내었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부위별로 4.1~5.2%의 범위

를 나타내었으며, 배추 잎의 속잎 부위가 중잎과 겉잎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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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and total dietary fiber contents of the head-type kimchi cabbage leaves       (%, wet basis)

Leaves1) Proximate compositions Calories
(kcal/100 g) Dietary fiber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arbohydrate

L1
L2
L3

 93.1±0.4a2)

93.5±0.8a

92.7±0.4a

1.5±0.1a

1.4±0.2ab

1.2±0.1b

0.3±0.1a

0.3±0.0a

0.1±0.0b

0.7±0.0a

0.7±0.1a

0.8±0.0a

4.4±0.2b

4.1±0.5b

5.2±0.2a

26.0±1.8a

24.5±3.0a

26.5±1.3a

2.80±0.07a

2.03±0.02b

1.89±0.02c

1)L1: outer portion, L2: mid-portion, L3: inner portion.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Table 2. Free sugar and organic acid contents of the head-type kimchi cabbage leaves                      (%, wet basis)

Leaves1) Free sugar Organic acid
Fructose Glucose Sucrose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L1
L2
L3

 1.23±0.03b2)

1.54±0.03b

2.51±0.35a

1.53±0.06b

1.85±0.07b

2.86±0.35a

0.08±0.01b

0.13±0.03a

0.11±0.00ab

 ND3)

ND
0.02±0.00a

0.04±0.00c

0.06±0.01b

0.08±0.00a

0.19±0.01a

0.14±0.03b

0.10±0.01b

1)L1: outer portion, L2: mid-portion, L3: inner portion.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ND: not detected.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높게 나타났다(P<0.05). 조단백질은 부위별로 1.2~1.5%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조지방 함량은 부위별로 0.1~0.3%의 

범위로 나타났고, 겉잎의 조단백질 및 조지방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P<0.05). 회분은 0.7~0.8%의 범위로 배추 잎의 부

위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부위별 배추 잎의 함량 

결과는 유기농 배추와 일반배추를 비교 분석한 보고(2)와 

유사하였다. 배추 잎의 부위별 열량은 100 g당 24.5~26.5 

kcal의 범위로 차이가 없었다(P<0.05). 식이섬유 성분은 주

로 비전분성 다당류로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변비 억제 등

과 같은 생리활성을 가진다(29). 배추 잎의 총식이섬유 함량

은 부위별로 1.89~2.80%의 범위로 Park과 Kim(30)의 보

고와 유사하였으며, 겉잎, 중잎, 속잎(L1> L2 > L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

배추 잎의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배추에서 분석한 유리당은 fructose, glu-

cose 및 sucrose 3가지였으며, fructose와 glucose의 함량

에 비하여 sucrose의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부위별 fruc-

tose 함량 및 glucose 함량은 속잎 부위에서 각각 2.51%, 

2.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추 잎의 부위별 sucrose 함량

은 0.08~0.13%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월동 

배추의 유리당 함량을 측정한 연구(15,31)와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속잎의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추 

잎에서 검출 및 정량된 유기산은 citric acid, malic acid 

및 succinic acid였다. Citric acid의 함량은 속잎 부위에서 

0.02%로 나타났으나 겉잎과 중잎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malic acid는 부위별로 0.04~0.08%의 범위를 나타내었으

며, 배추 잎의 부위별 citric acid 및 malic acid의 함량은 

속잎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P<0.05). 배추 잎의 부위별 

succinic acid 함량은 0.10~0.19%의 범위였으며, 겉잎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계절별 배추의 유기산 함량을 

비교한 결과 citric acid는 0.01~0.05%의 범위를 나타내었

고, malic acid는 0.12~0.15%로 측정되어 유사한 결과

(2,19)를 나타내었다. 

유리 아미노산 함량

배추 잎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위별 총아미노산 함량은 230.50~303.11 mg/ 

100 g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속잎의 함량이 중잎과 겉잎보

다 높았다(P<0.05). 유리 아미노산 중에서 glutamic acid의 

함량이 111.43~139.52 mg/100 g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는 glutamic acid가 배추의 주요 유리 아미노산이라는 보고

와 일치한다(12). 부위별 glutamic acid의 함량은 속잎 부위

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경계의 흥분을 완화하고 

수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32) γ-aminobutyric acid 

(GABA)의 함량은 겉잎(L1)에서 높게 나타났다.

무기질 함량

배추 잎의 무기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Na, K, Ca 및 Mg 등의 10종의 무기질 성분에 대하여 각각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K의 함량이 200.01~202.87 mg/10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추의 주요 무기질 성분은 K, 

Na, Ca 및 Mg로 확인되었으며(1,2), 속잎(L3) 중의 K 함량 

및 Zn 함량은 높았으나, 다른 무기질 함량은 겉잎(L1)에서 

높았다. 

요   약

김치용 결구배추를 겉잎(L1), 중잎(L2), 속잎(L3)으로 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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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e amino acid contents of the head-type kimchi cabbage leaves                          (mg/100 g, wet basis)
   Amino acids   L11)  L2 L3

Phosphoserine
Taurine
Phosphoethanolamine
Urea
Aspartic acid
Hydroxyproline
Threonine
Serine
Asparagine
Glutamic acid
Sarcosine
α-Aminoadip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Citrulline
α-Aminobutyric acid
Valine
Cystine
Methionine
Cysta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β-Alanine
Phenylalanine
β-Aminoisobutyric acid
Homocystine
γ-Aminobutyric acid
Ethanolamine
Ammonium chloride
Hydroxylysine
Ornithine
Lysine
1-Methylhistidine
Histidine
3-Methylhistidine
Anserine
Carnosine
Arginine
Total

    ND2)

    ND
  3.82±0.10a3)

  9.17±0.29b

  5.99±0.68b

    ND
  7.62±0.42a

  8.94±1.37a

    ND
111.43±5.14b

  7.91±0.90a

  0.64±0.12a

    ND
  4.88±1.68a

  7.66±0.12a

    ND
  0.51±0.03a

  7.78±0.84a

  1.31±0.24a

  0.56±0.07a

  0.83±0.10a

  5.69±0.88b

  4.25±0.94a

  2.84±0.22a

  1.94±0.25a

    ND
  0.17±0.01a

  6.52±0.13a

  3.14±0.06a

  5.53±0.08a

  0.10±0.00b

  0.16±0.02a

  3.04±0.21a

    ND
  3.32±0.25a

    ND
    ND
    ND
 11.96±1.06ab

  3.31±0.03a

231.00±9.67b

 ND
 ND

  0.88±0.09b

  5.12±0.39c

  5.02±0.07b

 ND
  5.76±0.57b

  4.67±0.22b

 10.59±0.89
113.29±2.58b

  2.42±0.19c

  0.32±0.09b

 31.54±1.26b

  1.81±0.93b

  4.93±0.80b

 ND
  0.18±0.09c

  5.99±0.13b

  0.78±0.10b

  0.56±0.10a

  0.28±0.18b

  3.60±0.35c

  3.36±1.37a

  1.96±0.47b

  1.69±0.08a

 ND
  0.05±0.02c

  1.62±0.97b

  2.47±0.15c

  4.44±0.16c

  0.11±0.00a

  0.19±0.01a

  3.03±0.16a

 ND
  1.52±0.29c

 ND
 ND
 ND

  9.34±0.95b

  2.95±0.18b

230.50±9.15b

    ND
    ND
  3.65±0.18a

 10.71±0.19a

  7.49±0.62a

    ND
  7.66±0.17a

  9.51±0.88a

    ND
139.52±7.94a

  6.11±0.69b

  0.45±0.13ab

 48.94±6.56a

  2.61±0.41b

  6.85±0.13a

    ND
  0.31±0.01b

  7.89±1.01a

  1.05±0.09ab

  0.41±0.11a

  0.45±0.17b

  8.55±0.77a

  3.27±0.92a

  2.36±0.45ab

  2.15±0.31a

    ND
  0.11±0.01b

  2.27±0.08b

  2.74±0.09b

  5.10±0.27b

  0.09±0.00b

  0.12±0.02b

  2.43±0.02b

    ND
  2.58±0.07b

    ND
    ND
    ND
 14.71±2.08a

  3.02±0.16b

303.11±7.42a

1)L1: outer portion, L2: mid-portion, L3: inner portion.
2)ND: not detected.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분하여 부위별로 일반성분을 포함한 이화학적인 성분을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조단백질 및 조지방 함량은 겉잎(L1)이 

높았고, 조회분 및 탄수화물 함량은 속잎(L3)이 높았다

(P<0.05). 열량은 24.5~26.5 kcal/100 g이었고 부위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총식이섬유는 겉잎(L1)이 가장 

높았다(P<0.05). 유리당은 fructose, glucose, sucrose가 

확인되었으며, 속잎(L3)에서 fructose 및 glucose 함량이 

높았다(P<0.05). 유기산은 citric acid, malic acid, suc-

cinic acid가 검출되었으며, citric acid와 malic acid 함량은 

속잎(L3)이 높았고 succinic acid는 겉잎(L1)이 높았다(P< 

0.05). 총유리 아미노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glutamic 

acid 함량은 속잎(L3)에서 높았으며, γ-aminobutyric acid

의 함량은 겉잎(L1)이 가장 높았다(P<0.05). 결구배추 잎의 

주요 미네랄 성분은 K, Na, Ca, Mg이며, 이 중 K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총미네랄 함량은 겉잎(L1)이 가장 높았다

(P<0.05). 결구배추 잎은 부위에 따라 이화학적 성분 조성

이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신선편의 식재료로서 활용성이 더

욱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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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eral contents of the head-type kimchi cabbage 
leaves                             (mg/100 g, wet basis)

Minerals   L11)  L2  L3
Ca
Co
Cu
Fe
K

Mg
Mn
Mo
Na
Zn

Total

  15.52±0.10a2)

  ND3)

  0.03±0.00a

  1.16±0.07a

200.02±0.74b

 13.85±0.15a

  0.43±0.00a

  ND
 33.77±0.08a

  0.25±0.00c

265.03±0.68a

 10.83±0.35b

 ND
  0.01±0.00b

  0.43±0.03b

200.01±0.43b

 11.43±0.13c

  0.11±0.01b

 ND
 24.63±0.04b

  0.29±0.00b

247.75±0.79b

 11.61±0.63b

 ND
  0.01±0.00b

  0.46±0.03b

202.87±0.36a

 12.20±0.09b

  0.09±0.00c

 ND
 21.31±0.05c

  0.44±0.01a

248.98±1.08b

1)L1: outer portion, L2: mid-portion, L3: inner portion.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3)ND: not detected.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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