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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C-MS/MS를 이용한 배추와 배추김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및 대사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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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glucosinolates and their metabolites in the inner and outer parts of napa cabbage (NC;
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and napa cabbage kimchi (NKC) using UPLC-ESI-MS/MS. In the extracts from NC and
NKC, glucobrassicanapin (m/z 386), glucoalyssin (m/z 450), glucobrassicin (m/z 447), 4-methoxyglucobrassicin (m/z 477),
and neoglucobrassicin (m/z 477) were detected using the MS scan mode ([M-H]−), and gluconapin (m/z 372→97),
progoitrin (m/z 388→97), glucoiberin (m/z 422→97), 4-methoxyglucobrassicin (m/z 477→97), and neoglucobrassicin (m/z
477→447) were detected using the MS/MS MRM mode ([M-H]−). Ascorbigen (m/z 306→130) and indole-3-
carboxaldehyde (I3A; m/z 146→118), which were metabolites of glucobrassicins, were detected using the MS/MS MRM
([M+H]+) mode. The peak intensities of ascorbigen in the extract from the inner and outer parts of NC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KC extract (p<0.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3A peak intensity between
the NC and NKC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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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추속(Brassica spp.)은 십자화과(Brassicaceae)에 속하는 채소

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식용 부위에

따라 잎을 소비하는 배추와 양배추, 뿌리를 소비하는 순무, 줄기

를 소비하는 갓, 꽃을 소비하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씨를 소

비하는 유채 등으로 구분하며 재배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Ishida 등, 2014). 국내에는 배추(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와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의 형태가 주로 소비된

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김치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배

추(napa cabbage kimchi)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매우 중요한 식재

료이다(Cho 등, 2016; Kim 등, 2018b). 배추에는 폴리페놀, 아스

코르브산, 카로티노이드, 글루코시놀레이트류 등의 물질이 풍부

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항암 효과 등을 가진다(Park 등, 2011;

Shawon 등, 2020). 또한, 배추김치는 배추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의 재료를 넣어 발효시킨 음식으로 다양한 원료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대사체(Anderton

등, 2004), 유산균(Kim 등, 2018a), 박테리오신(Ahn 등, 2016) 등

에 의해 항암, 항산화, 항노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

다고 알려지며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Kim 등,

2018b; Park 등, 2014).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물질 중 십자화과 식물에서 주

로 발견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류는 항진균, 항균,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진다 (Barba 등, 2016;

Bhandari 등, 2020; Huang 등, 2016; Wu 등, 2017). 글루코시놀레

이트류는 함황 아이소씨오사이아네이트(sulfated isothiocyanate)를

기본 구조로 하며 곁사슬기의 종류에 따라 자연계에 120종 이상

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Ishida 등, 2014; Jang 등, 2017; Wu

등, 2017). 지금까지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류는 sinigrin,

glucoiberin, glucobrassicin, 4-methoxyglucobrassicin 등이 알려져

있다(Bhandari 등, 2020; Wu 등, 2017). 그 중 glucobrassicin과

4-methoxyglucobrassicin은 인돌기(indole group)를 가지는 물질로

식물 표피 조직이 손상되고 물에 노출되면 미로시나아제(myrosi-

nase)에 의하여 가수분해되어 불안정한 thiohydroxymate-O-sulfonate

형태와 3-indolylmethyl-isothiocyanate의 형태를 거쳐 indole-3-

carbinol (I3C)을 형성한다(Anderton 등, 2004; Barba 등, 2016).

I3C는 식물체 내 다양한 성분들과 반응하여 3,3’-diindolymethane,

indole-3-carboxylic acid, indole-3-carboxaldehyde (I3A), ascor-

bigen 등 다양한 인돌류 대사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대사체의

항암, 항균, 항염증 효과 등이 보고되며 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Corresponding author: Suna Kim, Division of Human Ecology,
College of Natural Scienc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03078, Republic of Korea
E-mail: ksuna7@mail.knou.ac.kr
Received September 23, 2020; revised October 22, 2020;
accepted October 22, 2020



588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52권 제 6호 (2020)

있다(Anderton 등, 2004). 대표적으로 ascorbigen은 인돌기를 가지

는 glucobrassicin과 같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미로시나아제에 의

하여 가수분해되어 생성된 I3C가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아스코

르브산과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로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항암, 항

노화, 항염증 등의 기능성을 가진다(Hrnčiřík 등, 2001; Martinez-

Villaluenga 등, 2012; Wagner 등, 2009).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글

루코시놀레이트류의 함량은 발효 및 저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Jang 등(2017)은 배추를 절이거나 김치로 제조한 후 저장할 때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Martinez-

Villaluenga 등(2009)은 양배추를 발효하면 글루코시놀레이트류가

대사체로 전환되며 ascorbigen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Palani 등(2016)은 양배추로 사우어크라우트를 제조할 때 발효가

진행되며 glucobrassicin이 감소하고 ascorbigen, I3C 등의 인돌류

함량은 증가하지만 장기간 저장 시 인돌류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배추가 주로 김치로 소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글루코시놀레이트류는 김치가 발효되는 동안 다양한 대사체

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배추는 녹색과 흰색을 띄는 외부와 노란색과 흰색을 띄는 내

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추는 내부와 외부 부위에 따라 폴리페

놀류 물질의 조성 및 함량과 항산화능에 차이를 보인다(Seong

등, 2016). 그러나 배추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

트류와 그 대사체의 부위에 따른 조성 및 함량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생배추(내부, 외부)와 배추김치

로부터 글루코시놀레이트류 및 대사체인 인돌류의 조성을 UPLC-

MS/MS를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은 J. T. Baker (Phil-

lipsburg, NJ,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개미산(formic acid)

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배추와 배추김치(Daesang Co., Seoul, Korea)는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배추는 밑동을 중심으로 8 cm의 변을 가지

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수직으로 썰어 내부(inner part of napa

cabbage, IPC)와 외부(outer part of napa cabbage, OPC)를 구분하

여 준비하였다(Fig. 1). 절단한 배추는 동결건조 후 분말화 한 후

−70o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이용하였다. 배추김치(napa cabbage

kimchi, NKC)는 포기 김치 900 g을 2 cm 길이로 썰어 동결건조

후 분말화 하고 −70o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이용하였다.

시료 추출물의 제조

동결건조 된 IPC, OPC, NKC 분말 1 g에 20 mL의 메탄올을 가

하고 교반기(VM-10, Daihan Wisd., Wonju, Korea)로 1분간 교반

하였다. 60oC 항온수조(Daihan Wisd.)에서 1시간 정치 후 다시 1

분간 교반하고 15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0.2 µm

주사기 필터(DISMIC-13JP,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하고

원심진공농축기(VC 2200, Labogene, Seoul, Korea)로 용매를 완

전히 증발시킨 후 메탄올로 50 mg/mL의 농도로 재용해하여 실

험에 이용하였다.

UPLC-MS/MS 분석

IPC, OPC, NKC 추출물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류와 인돌류는

Palani 등(2016)의 방법을 변형하여 TUV 검출기와 Xevo TQD가

장착된 ACQUITY UPLC H-Class (Waters, Milford, MA,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컬럼은 ACQUITY HSS

T3 컬럼(100 mm×2.1 mm, 1.8 μm; Waters)이었다. 이동상 용매 A

와 B는 각각 0.1% 개미산을 함유한 증류수와 0.1% 개미산을 함

유한 아세토나이트릴이었다. 용매 분배(gradient)는 0-1분, 0% B;

1-2.5분 5% B; 2.5분-4.8분, 20% B; 4.8-6.5분, 35%; 6.5분-7.5분

99% B; 7.5-8.5분, 0% B; 8.5-9.5분, 0% B로 진행하였다. 글루코

시놀레이트류의 분석을 위하여 컬럼오븐온도는 40oC, 유속은 0.3

mL/min, 시료 주입량은 5 μL, 파장은 227 nm로 설정하였다. 글루

코시놀레이트류는 전자 분무 이온화법(electrospray ionization, ESI)

을 이용하여 음이온 모드(negative ion mode)에서 이온화되었으며

, capillary voltage와 cone voltage는 각각 2.5 kV와 50 V, desolva-

tion 온도와 source 온도는 각각 350oC와 150oC, desolvation gas와

cone gas의 유량은 각각 1000 L/h와 150 L/h로 설정하였다. MS/

MS 분석을 위한 collision energy는 30 V였다.

인돌류의 분석을 위하여 컬럼오븐온도는 40oC, 유속은 0.3 mL/

min, 시료 주입량은 5 μL, 파장은 280 nm로 설정하였다. 인돌류

물질은 ESI를 이용하여 양이온 모드(positive ion mode)에서 이온

화되었으며, capillary voltage와 cone voltage는 각각 3 kV와 50

V, desolvation 온도와 source 온도는 각각 300oC와 150oC, desol-

vation gas와 cone gas의 유량은 각각 1000 L/h와 150 L/h로 설

정하였다. MS/MS 분석을 위한 collision energy는 40 V였다.

선구이온(precursor ion)과 생성이온(product ion)은 MS scan과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모드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UPLC-MS/MS 분석은 MassLynx V.4.1. 소프트웨어(Waters)

를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

분석 결과는 SPSS program 26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 분석으로

Fig. 1. Segmentation of inner and outer parts of napa cabbage

for analysis.



배추와 배추김치의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대사체 589

Duncan의 다중 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수행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류

IPC, OPC, NKC의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류에 대한 MS scan (m/z 50-500)을 양이온 모드([M+H]+)와 음이

온 모드([M-H]−)에서 실시한 결과, 양이온 모드에서는 글루코시

놀레이트류가 검출되지 않거나 signal이 매우 낮았으나(데이터 제

시하지 않음), 음이온 모드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류가 검출되었

다(Fig. 2). 이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검출을 위하여 음이온 모

드를 이용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Gratacós-Cubarsí

등, 2010; Hong 등, 2011; Palani 등, 2016). MS scan 결과 total

ion chromatogram (TIC)에 나타난 여러 peak의 질량 대 전하 비

(m/z) 값을 이전 연구들과 비교하여 글루코시놀레이트류에 해당

하는 m/z 값을 가진 peak를 확인하였고(Fig. 2의 peak 1-5),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2와 같이 glucobrassicanapin

(peak 1, m/z 386.10), glucoalyssin (peak 2, m/z 450.14), gluco-

brassicin (peak 3, m/z 447.11), 4-methoxyglucobrassicin 또는

neoglucobrassicin (peak 4, m/z 477.11; peak 5, m/z 477.11)이

IPC, OPC, NKC에서 검출되었다. MS scan 결과 IPC와 OPC에서

는 glucobrassicanapin (Fig. 2의 peak 1)의 peak intensity가 가장

높았으나 NKC에서는 glucobrassicanapin의 peak intensity가 가장

낮았다. 이는 배추가 김치로 제조되어 발효되는 과정에서 gluco-

brassicanapin이 대사되며 감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Bhandari 등

(2020)은 양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e)에서 총 19종의 탈

황(desulfo) 글루코시놀레이트류를, Rungapamestry 등(2006)은 양

배추(Brassica oleracea Var. capitate)에서 9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류를, Lee 등(2014)은 배추에서 총 10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류를

검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류가 검출되

었는데, 이는 배추 재배 시 생육환경, 저장 조건, 분석 방법, 품

종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Lee 등(2014b)은 다

양한 광원에 노출시켜 배추를 재배하였을 때 광원과 생장기간에

따라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조성과 함량이 다르다고 보고하였고,

Jang 등(2017)은 배추김치를 제조하여 다양한 온도에서 저장했을

때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검출되지 않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류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2013)은 순무(turnip)에서 글루코시

놀레이트류의 분석을 위하여 설파타아제(sulfatase)를 처리하여 글

루코시놀레이트류를 탈황 글루코시놀레이트류로 전환 후 HPLC

로 분석하는 방법과 탈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글루코시놀레이트

류를 그대로 HPLC-MS/MS로 분석하는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탈

황 여부에 따라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조성과 함량의 차이가 나

타나며 HPLC-MS/MS로 탈황 과정 없이 분석하는 것이 정확한

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Hrnčiřík 등(2001)은 배추의 재배

법과 유전자형(genotype)의 차이가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코

시놀레이트류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Hong 등

(2011)은 배추 씨앗과 다 자란 배추의 식용 부위(외부, 중앙부, 중

심부)에서 5-9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검출하였지만 부위에 따라

검출되지 않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

(2014a)은 62 종의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류를

분석하였을 때 개량 품종에 따라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조성과 함

량이 다르다고 보고하였고, Bhandari 등(2020)은 양배추에 일반적

으로 존재하지만 개량된 특정 유전자형의 양배추 품종에서는 검

출이 되지 않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류도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Glucobrassicanapin은 MS scan 분석에서 검출되었지만 이후 MS/

MS MRM 분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glucobrassicanapin

의 함량이 매우 낮아 본 실험에 사용한 MS/MS MRM 분석 방

법의 검출 한계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 Bhandari 등(2020)은 양

배추에서 glucobrassicanapin이 검출되었으나 양이 적어 정량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Shawon 등(2020)은 배추에서 glucobras-

sicanapin이 검출되었지만 총 글루코시놀레이트류 중 약 5% 정도

의 적은 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Glucoalyssin은 MS scan에

서 검출되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다. Hong 등(2011)은 glucoal-

yssin이 배추 씨앗에 주로 존재하며 배추가 성장하는 동안 감소

하여 배추의 외부 부위에서만 소량(0.4 μmol/g 건조 중량) 검출된

다고 보고하였다. Glucobrassicin은 본 연구에서 적은 양이 검출

되었는데, 이전 연구들에서 배추의 재배 방법, 가공 방법, 유전자

형에 따라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Lee 등(2014b)은 광원을

달리하여 배추를 재배하였을 때 생장기간동안 glucobrassicin의 함

량(0.20-9.82 µmol/g 건조 중량)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Rungapamestry 등(2006)은 배추를 microwave로 7분간 처리하였을

Fig. 2. UPLC-ESI-MS scan chromatograms in negative ion mode of glucosinolates in methanolic extract from napa cabbage and napa

cabbage kimchi. (A) Inner part of napa cabbage, (B) outer part of napa cabbage, and (C) napa cabbage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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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glucobrassicin이 12.3%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handari 등

(2020)은 양배추의 유전자형에 따라 2.51-13.54 µmol/g (건조 중량)

의 glucobrassicin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4-Methoxyglu-

cobrassicin과 neoglucobrassicin은 MS scan 결과 검출된 m/z가

477로 같아 MS scan으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MS/MS

MRM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MS/MS MRM 분석 결과(Table 2), MS scan에서는 검출되지 않

은 gluconapin, progoitrin, glucoiberin이 추가로 검출되었으며, 이

는 이전 연구들에서 배추에 존재하는 주요 글루코시놀레이트류

로 알려진 물질들이다(Rungapamestry 등, 2006; Lee 등, 2014a;

Bhandari 등, 2020). MS/MS MRM 분석을 수행한 결과 머무름

시간 6.6분과 7.1분에서 m/z 477을 선구이온으로 가지는 peak들

이 나타났고, 이는 MS scan 분석에서 검출된 4-methoxyglucobras-

sicin 또는 neoglucobrassicin에 해당하는 peak들과 머무름 시간이

같았다. Palani 등(2016)은 4-methoxyglucobrassicin과 neogluco-

brassicin은 분자량이 같아 같은 선구이온([M-H]− m/z 477)을 가지

지만 4-methoxyglucobrassicin은 neoglucobrassicin 보다 빠르게 용

리된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2014a)은 배추에 4-methoxygluco-

brassicin이 neoglucobrassicin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으며,

Hwang 등(2012)과 Jang 등(2017)은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인돌

기를 가지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중 4-methoxyglucobrassicin의 함

량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Fig. 3의 peak 4는 4-

methoxyglucobrassicin ([M-H]− m/z 477→97), peak 5는 neoglu-

cobrassicin ([M-H]− m/z 477→447)인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글루

코시놀레이트류 중 glucoinapin은 IPC, OPC와 달리 NKC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Glucoinapin을 제외한 나머지 글루코시놀

레이트류는 모든 시료에서 4-methoxyglucobrassicin, glucoiberin,

neoglucobrassicin, progoitrin 순으로 peak intensity가 높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다른 글루코시놀레이트류도 IPC와 OPC 보다 NKC

에서 peak intensity가 낮았다. 배추김치를 제조하기 위한 첫 단계

로 배추가 염수에 접촉하면 배추 표피의 펙틴이 가수분해되며 세

포막이 파괴되고 글루코시놀레이트류를 포함한 유리아미노산, 아

Table 1. MS scan parameters of glucosinolates in methanolic extracts from napa cabbage and napa cabbage kimchi 

Peak No.
in Fig. 2

Retention 
time

m/z
[M-H]−

Identified compound
Molecular 
weight*

Structure*

1 5.48 386.10 Glucobrassicanapin 387.426

2 5.80 450.14 Glucoalyssin 451.533

3 6.04 447.11 Glucobrassicin 448.468

4 6.61 477.11 4-Methoxyglucobrassicin or neoglucobrassicin 478.494

(4-methoxyglucobrassicin)

5 7.17 477.17 4-Methoxyglucobrassicin or neoglucobrassicin 478.494

(neoglucobrassicin)

*: Chemspider database (http://chemsp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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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르브산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유실되며, 배추를 염수에 절이

는 시간과 염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은 감소한다(Hwang, 2010; Hwang 등, 2012; Jang 등, 2017).

Hwang (2010)은 배추의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 내의 미로시나

아제가 작용하여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가수분해를 촉진하여 김

치 제조 과정에서 총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고, Jang 등(2017)은 염수에 의하여 미로시나아제의 활성이

감소하고, 미로시나아제는 김치 저장 중 대부분 불활성화되므로

김치 제조 과정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함량이 감소하는 주

요 원인은 염수에 의한 세포막의 파괴로 물질들이 유실되기 때

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ang 등(2019)은 김치를 저장하는 동

안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배추로 김치를 제조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글루코시놀레이

트류가 유실되고 대사되어 NKC가 함유하고 있는 글루코시놀레이

트류의 peak intensity가 IPC와 OPC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생배추와 달리 김치는 배추 외에 다양한 식재료 및 양념을 이

용하여 제조되며 이때 다량의 소금(sodium chloride)이 첨가된다.

이러한 시료를 MS/MS로 분석 시 염소나 소듐이 adduct ion으로

나타날 수 있다. Asbury 등(2000)은 염의 첨가가 이온화, adduct

ion, peak intensity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의

시판 배추김치 시료에서는 염소나 소듐을 adduct ion으로 가지는

m/z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MS/MS MRM parameters of glucosinolates in methanolic extracts from napa cabbage and napa cabbage kimchi

Peak No. in 
Fig. 3

Retention 
time

MRM transition
[M-H]−

Identified compound

Q1 Q3 Name
Molecular 
weight*

Structure*

1 4.3 372 97 Gluconapin 373.400

2 5.5 388 97 Progoitrin 389.399

3 6.4 422 97 Glucoiberin 423.480

4 6.6 477 97 4-Methoxyglucobrassicin 478.494

5 7.1 477 447 Neoglucobrassicin 478.494

*: Chemspider database (http://chemsp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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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및 배추김치의 인돌류

IPC, OPC, NKC를 분석한 결과, ascorbigen ([M+H]+ m/z

306→130)과 I3A ([M+H]+ m/z 148→118)가 검출되었다(Fig. 3).

Ascorbigen은 십자화과 배추속 식물에서 발견되는 인돌류 물질로

glucobrassicin이 대사되어 생성된 I3C와 배추에 존재하는 아스코

르브산이 반응하여 산성 조건에서 합성된다(Wagner 등, 2009).

Ascorbigen의 peak intensity는 IPC와 OPC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

었으나, NKC에서는 배추 시료들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Table 3,

p<0.05). 이전 연구에서 ascorbigen은 발효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지만 발효를 거치면 함량이 증가하였다(Martinez-Villaluenga

등, 2009; Martinez-Villaluenga 등, 2012).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배추 시료보다 NKC에 함유되어 있는 ascorbigen이 매우 적었는

데, 그 이유로는 김치 제조 시 발효 균주, pH 조건 등 제조공정

의 차이, 장기간의 저온 저장 유통, 배추내 아스코르브산의 함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Palani 등(2016)은 사우어크라우트를 제조

할 때 발효가 진행되며 ascorbigen은 증가하지만 저온에 장기간

저장하면 ascorbigen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 Jang 등(2017)은

김치 제조 공정 중 수용성인 아스코르브산이 유실된다고 보고하

였는데, 이로 인하여 ascorbigen의 합성이 적게 일어났을 수 있다.

또한, ascorbigen의 합성은 발효 균주, pH 조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김치의 제조 과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Hrnčiřík

등, 1998; Hrnčiřík 등, 2001; Martinez-Villaluenga 등, 2009).

I3A는 I3C가 산화되며 형성되는 물질로 본 연구에서 I3A는

NKC에서 가장 높은 peak intensity를 가졌으나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3). I3A와 같은 indole-3-aldehyde들은 일부

병원균에 항균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고(da Rocha Curvelo

등, 2015), I3A를 이용하여 항암,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물질을

합성하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나(Sondhi 등, 2006) 아직까지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UPLC-MS/MS를 이용하여 배추에

존재하는 glucobrassicin 등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류가 소비단계의

배추와 배추김치에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글루코시놀레이트류의

Fig. 3. UPLC-ESI-MS/MS MRM chromatograms in negative ion mode of glucosinolates in methanolic extract from napa cabbage and

napa cabbage kimchi. (A) Inner part of napa cabbage, (B) outer part of napa cabbage, and (C) napa cabbage Kimchi.

Table 3. MS/MS MRM parameters of indole compounds in methanolic extracts from napa cabbage and napa cabbage kimchi

Compounds
Retention 

time
Molecular 
weight*

MRM transition
[M+H]+

Peak intensity

Structure*

Q1 Q3
Inner part of 
napa cabbage

Outer part of 
napa cabbage

Napa cabbage 
kimchi 

Ascorbigen 7.6 305.283 306 130 153667±12503a 149667±12000a 39900±5308b

Indole-3-
carboxaldehyde

6.1 145.158 146 118 5300±1038 6317±2703 7427±1770

*: Chemspider database (http://chemspider.com).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n=3). a-b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배추와 배추김치의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대사체 593

인돌류 대사체 중에서 ascorbigen와 I3A만 검출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앞으로도 UPLC-MS/MS를 활용하여 인돌류 대사체 외에도

글루코시놀레이트 유래 대사체를 탐색하고, 배추김치의 발효조건

별 글루코시놀레이트 및 대사체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김치는 배추김치 외에도 다른 십자화과 채소류를

주원료로 한 다양한 형태의 김치(깍두기, 순무김치, 갓김치 등)가

소비되고 있으므로 김치 종류별 글루코시놀레이트 유래 대사체

함량 변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위별 배추와 배추김치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

코시놀레이트류의 조성을 UPLC-MS/MS를 이용하여 탐색하고, 인

돌류 대사체를 MS/M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글루코시놀레이

트류는 음이온 모드([M-H]−)에서 검출되었으며, glucobrassicanapin

(m/z 386), glucoalyssin (m/z 450), glucobrassicin (m/z 447), 4-

methoxyglucobrassicin (m/z 477), neoglucobrassicin (m/z 477)는

MS scan 모드에서, gluconapin (m/z 372→97), progoitrin (m/z

388→97), glucoiberin (m/z 422→97), 4-methoxyglucobrassicin

(m/z 477→97), neoglucobrassicin (m/z 477→447)는 MS/MS

MRM 모드에서 검출되었다. Glucobrassicin과 같은 인돌기 함유

글루코시놀레이트류들이 대사되어 생성되는 인돌류 대사체로는

ascorbigen (m/z 306→130)과 I3A (m/z 146→118)가 MS/MS

MRM ([M+H]+) 모드에서 검출되었다. Ascorbigen은 NKC보다

IPC와 OPC에 유의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I3A는 NKC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배추와 배추김치에 존재하는 글루코시놀레이

트류와 그 대사체인 인돌류 물질을 UPLC-MS/MS를 이용하여 분

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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